
프리미엄 팬톤페인트 컬러 스타일북  

Color 
Style book





premium color play color Style book4 5

premium 

pANtoNe®

pAiNt 

Color Style book

팬톤페인트는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고급스러운 색감의 팬톤페인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중금속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팬톤페인트는 최고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고품격 페인트에 걸맞은 내구성을 지녀 최고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팬톤페인트는 깨끗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냄새가 없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항곰팡이 기능이 들어 있어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 100% 순수 아크릴(Pure Acrylic) 에멀션 페인트로 2,100여 가지 팬톤 컬러 구현

•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alkylphenol ethoxylates, APeo)와 

 독성 물질인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 들어 있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

• 곰팡이 방지 및 항균 기능

• 물걸레 세척이 가능한 이지 클리닝

• 끈적거림 없고 깨끗한 연출 가능, 우수한 은폐성과 편리한 작업성

produCtS iNfo
사용 가능 면적 5~7㎡/ L, 2회 기준(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조 시간 1회 30~40분, 재칠 1~2시간(20℃ 기준)

희석률 물 5~10% 희석(원액 그대로 사용 가능)

작업 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도구 청소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사용해 세척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주의 사항 사용 전 믹서나 막대로 충분히 저어서 사용, 기본 2회 도포(1회 칠 건조 후 재칠)

produCtS liNe
PANTONE Interior Paint 실내용
• 벽지, 벽면(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등), 천장, 베란다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에 최적화된 실내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임산부나 어린이용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곰팡이 방지 및 항균 기능이 있어 실내용으로 우수합니다.

• 롤러 자국, 흘러내림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깨끗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광택 무광(Flat), 에그쉘(eggshell)  포장 단위 1L, 4L

PANTONE Multi Paint 방문, 가구 리폼용
• 방문, 가구는 물론 목재, 철제 등 다양한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리폼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 부착성이 우수해 유성 에나멜, 래커 등 다양한 소재에도 페인팅이 가능합니다.

•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냄새가 전혀 없어 임산부나 어린이용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롤러 자국, 흘러내림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깨끗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광택 무광(Flat), 에그쉘(eggshell)  포장 단위 300ml, 1L, 4L

PANTONE exterior Paint 실외용
• 실외 콘크리트 벽, 철문, 창문, 펜스 등 외부 공간에 최적화된 실외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 도막이 치밀하게 형성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없으며 외관이 깨끗하게 오래 유지됩니다.

• 2,100여 가지 아름다운 팬톤 컬러를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끈적임이 없고 은폐력,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광택 무광(Flat), 에그쉘(eggshell)  포장 단위 1L, 4L

PANTONE Chalkboard Paint 칠판페인트
• 실내 벽면이나 인테리어에 칠판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리미엄 칠판페인트입니다.

• 다양한 소재에 페인팅이 가능하며, 친환경 항균제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컬러 시카모어(Sycamor), 에보니(Ebony) 광택 무광(Flat)  포장 단위 500ml
고품격 컬러 이지 클리닝 편리한 작업성환경호르몬

FREE
항균APEO 

FREE

Color

대한민국 유일의 팬톤사 라이선스 공식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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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감성적인 색채 언어 팬톤.

이제 그 빛깔로 여러분의 공간에 말을 걸어보세요.

Greenery
자연 그대로를 들여온 듯 산뜻한 터치를 

공간에 더합니다.  

retro Modern
복고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14p

Basic classic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08p

nordic Joy
북유럽의 깔끔하고 경쾌한 

멋이 흐릅니다.

26p

UrBan chic
도시적인 감성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20p 32p

pANtoNe®

Color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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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베이식 클래식 스타일은 동일한 컬러라도 명암의 차이를 

이용해 한층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 서재와 코지 코너 등 용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공간을 우아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안성맞춤입니다.

과감하게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는 것보다 편안한 스타일링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이때 채도에 변화를 

주면 분위기가 모아지며 입체감을 더합니다. 베이식한 컬러에 부드러운 곡선형 가구를 매치하면 공간이 

한층 풍성하게 연출됩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등 무채색을 기본으로 따뜻한 계열의 소품을 더하면 

보다 안정적인 느낌의 공간이 완성됩니다.  

bASiC ClASSiC
premium Color plAy 01

stylinG 
tip

White Swan
12-0000

Moonbeam
13-0000

Novelle Peach
12-1005

Dove
15-0000

Steeple Gray
17-1500

Brownie
18-1321

Smoke Green
15-6315

Chestnut
19-1118

Rose Smoke
14-1506

Marsala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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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클래식으로 조화롭게 
현대적 느낌의 클래식 스타일에서 그레이 컬러는 집 안에 따스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명암의 차이를 둔 

그레이 베이스는 브라운과 부드러운 크림 컬러 소품과 만나 모던한 클래식 스타일의 거실을 완성합니다. 

pantone®

Dove
15-0000

Steeple Gray
17-1500

Brownie
18-1321

White Swan
12-0000

pantone®

Moonbeam
13-0000

Chestnut
19-1118

Smoke Green
15-6315

Dove
15-0000

화이트 대리석 소파 테이블과 

그레이 마블 원형 

사이드테이블은 르마블 by 

토탈석재. 크림 컬러의 클래식 

체어 위 깃털 장식 쿠션은 자라홈. 

소파 테이블 위 다기 세트와 

그레이 컬러의 조명 오브제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로즈 골즈 프레임의 브라운 마블 

다이닝 테이블은 르마블 by 

토탈석재. 테이블 위 클래식 

커틀러리 세트는 자라홈. 

온기 넘치는 반전 클래식 
햇살을 머금은 듯한 크림 그레이 컬러 벽면에 앤티크 디테일을 가미하면 따스함을 담은 

다이닝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스모크 그린 컬러가 포인트로 산뜻함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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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감성의 클래식 
고전적인 클래식 컬러인 체스넛과 로맨틱한 피치가 만나 새로운 로맨틱 클래식 공간을 완성합니다. 화이트 컬러의 스탠드와 

골드 브라운, 화사한 피치 컬러를 함께 매치하면 로맨틱 분위기를 내는 모던 클래식 침실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투톤으로 극대화된 클래식
로즈 핑크와 마르살라의 만남은 고급스런 호텔 라운지처럼 클래식 무드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그레이와 밝은 톤의 화사한 핑크가 

조화로운 공간에 메탈 소재 골드 컬러를 사용하면 세련된 클래식 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pantone®

Chestnut
19-1118

Brownie
18-1321

Novelle Peach
12-1005

Steeple Gray
17-1500

pantone®

Rose Smoke
14-1506

Brownie
18-1321

Dove
15-0000

Marsala
18-1438

화이트 베이스에 골드 프레임을 

가진 호텔식 베딩 세트는 

케노샤홈의 베네딕트로 시몬스. 

정사각 화이트 마블 소파 

테이블과 브라운 상판의 2단 원형 

사이드테이블은 르마블 by 

토탈석재. 정면 소파 테이블 위 

오렌지색의 메탈 골드 프레임, 

다크 레드 원형 베이스는 자라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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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배색으로 개성 넘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아메리칸 무드를 담고 있어 간결한 북유럽 가구와 같은 깔끔한 라인의 

디자인 가구와 매치하면 경쾌한 매력이 배가됩니다.

과감한 컬러의 페인트는 인테리어 포인트로 사용하기에 알맞습니다. 벽면 전체를 칠해도 좋지만 DIY 

가구에 활용해 공간의 악센트로 힘을 줘보세요. 빈티지한 패브릭이나 가죽 등 세월을 품은 소품 혹은 

가구와 매치하면 한결 고급스러운 공간이 완성됩니다.

Antique White
11-0105

Chateau Gray
15-4503

Light Gray
12-0404

Copper Tan
16-1338

Mineral Green
16-6318

Tarragon
15-0326

Pastel Turquoise
13-5309

Mimosa
14-0848

Tourmaline
16-4411

Meadowbrook
16-5121

retro morderN 
premium Color plAy 02

stylinG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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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의 재해석 
블루 계열 컬러의 활기는 에너지 넘치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나무 위 도장으로 마감하고 빈티지 감성을 살린 레트로 스타일은 

짙은 옐로 컬러 가구와 빈티지 소품만으로 레트로 스타일의 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국적이지만 친근한 컬러 디퓨저 
마치 외국의 주방처럼 이국적인 느낌을 살린 주방은 인상적인 강렬한 옐로 컬러를 선택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 컬러의 

비비드한 팝 아트 작품, 크림 컬러와 채도 높은 그레이를 선택하면 아메리칸 다이닝과 같은 이국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pantone®

Meadowbrook
16-5121

Antique White
11-0105

Mimosa
14-0848

Light Gray
12-0404

pantone®

Mimosa
14-0848

Chateau Gray
15-4503

Antique White
11-0105

Pastel Turquoise
13-5309

원목 수납장 위 브라운 컬러의 

비트라 트레이는 챕터원. 앤티크 

화이트 컬러에 옐로 컬러 시트 

체어와 철제 행어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앤티크 화이트 컬러의 스메그 

냉장고와 빈티지 오디오, 그레이 

컬러 테이블 위 에메랄드 블루 

컬러의 스메그 전기 포트는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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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환기시키는 레트로 
맑고 깨끗한 스카이 컬러의 공간은 선명하고 차분한 레트로를 연출하기에 안성맞춤 컬러입니다. 

산뜻한 공간감을 살린 이국적인 라운지 공간에 오렌지 계열의 쿠퍼를 매치해 컬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pantone®

Copper Tan
16-1338

Tarragon
15-0326

Light Gray
12-0404

Mineral Green
16-6318

pantone®

Pastel Turquoise
13-5309

Copper Tan
16-1338

Antique White
11-0105

Tourmaline
16-4411

오렌지색 스탠드 조명과 스카이 블루 

우드 소파가 어우진 거실. 소파 

테이블 위 지오메트릭 스태킹 

굽머그와 키치 스타일의 찻잔, 도트 

패턴 트레이는 모두 커먼키친.

컬러 랩소디 
비비드한 컬러에 패턴 패브릭을 함께 연출하면 레트로 분위기에 리듬감이 살아납니다. 

쿠퍼 컬러의 침실은 빈티지 무드를 담은 소품과 그린 컬러가 어우러져 유쾌한 에너지의 산뜻한 침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모빌 같은 펜던트 조명은 

메종엔틱. 협탁으로 사용한 2단 

수납장 위 레트로 그린 스태킹 

굽머그는 커먼키친. 그린 패턴 

커튼은 이케아. 빈티지 텔레비전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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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기보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컬러가 구성돼 더 트렌디한 면모를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레이는 어떠한 색상도 세련되게 아우르며 깔끔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배색하는 컬러에 따라 

다양한 느낌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되 베이식 클래식 스타일보다 차갑고 강렬한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데 

알맞습니다. 도시적인 감성을 담은 미니멀 가구와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철제 가구와 우드 소품 등 

다양한 물성과 매치하면 시크한 매력이 배가합니다.

Blanc de Blanc
11-4800

Micro Chip
14-4105

Blue Blush
12-4705

Sleet
16-3916

Steel Gray
18-4005

Ebony
19-4104

Midnight
19-4127

Dark Ivy
17-5912

Dark Denim 
19-4118

American Beauty
19-1759

urbAN CHiC
 premium Color plAy 03

stylinG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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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대비로 활력 넘치는 도시 여행 
그레이와 그린 컬러의 배색 분할이 세련된 공간에 입체감을 더합니다. 블랙과 화이트 패턴 러그와 블랙과 화이트 원목, 

스틸 소재의 견고한 가구를 함께 매치하면, 시크하면서 세련된 감수성을 살린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pantone®

Micro Chip
14-4105

Dark Ivy
17-5912

Sleet
16-3916

Ebony
19-4104

스틸 다리와 블랙 우드 등받이가 

매력적인 SE68 체어는 챕터원. 

테이블 위 블랙, 그레이 찻잔과 

소서는 애크미앤코의 제품으로 

데이글로우. 찻잔 밑 화이트 식기는 

디자이너 캐서린 로바트의 

플레이트로 데이글로우. 벽면 벌룬 

원형 거울은 투식스투세븐. 벽면 

선반 위 마블 패턴의 벽시계는 

챕터원. 

컬러 농도로 드러낸 시크 감성  
심연을 연상케 하는 블루 계열의 명암만으로 공간에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 화이트 

배색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어반 시크 스타일의 정석을 연출합니다.  

pantone®

Dark Denim
19-4118

Micro Chip
14-4105

Midnight
19-4127

Blanc de Blanc
11-4800

다크 블루 컬러의 1인용 소파는 

비아인키노, 3인용 소파 위 블루 

스트라이프 리넨 쿠션과 투톤 

벨벳 쿠션, 지오메트릭 패턴 

쿠션은 모두 자라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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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시크, 블랙&화이트 
블랙과 화이트의 투톤 매치는 언제나 시크함의 정석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적합합니다. 

블랙과 철제 소재 가구를 사용해 도회적이면서 공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pantone®

Blanc de Blanc
11-4800

Ebony
19-4104

Dark Ivy
17-5912

Micro Chip
14-4105

 화이트 철제 스트링 다이닝 체어는 

에이치픽스. 테이블 위 토끼 

오브제와 홀로그램 큐브 원형 무광 

미러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블랙 베드 스프레드와 팜 

프린트의 블랙 쿠션 커버는 

자라홈. 원형 테이블 위 블랙 스완 

디퓨저는 데이글로우. 직사각 

패브릭 테이블 조명은 이케아. 

원형의 꺾인 각만으로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제로밀리미터의 

블랙 벽시계는 데이글로우. 

대담하고 강렬하게 
레드의 강렬함과 블랙의 컬러 대비는 군더더기 없는 시크함을 완성합니다. 묵직한 블랙 위로 패턴을 

담은 러너를 두르면 도심 속 부티크 호텔 침실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pantone®

American Beauty
19-1759

Blanc de Blanc
11-4800

Ebony
19-4104

Steel Gray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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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비비드 색상은 그 자체로도 에너지가 넘치지만 맑은 톤의 무채색과 조화를 

이루면 차분하면서도 개성 있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다양한 컬러의 배색으로 

감성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혼집이나 아이 방 등 실험적인 스타일링이나 독특한 개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공간에 적합합니다. 

짧은 주기로 컬러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한쪽 벽에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면 

공간이 한층 다채로워 집니다. 화이트를 베이스로 한 단색 가구나 심플한 북유럽풍 가구, 컬러풀하고 

다양한 패턴의 패브릭과 매치하면 북유럽 인테리어의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Dawn Blue
13-4303

Starlight Blue
12-4609

Bubblegum
17-1928

Heavenly Pink
12-1305

Orchid Hush
13-3805

Opal Blue
12-5406

Canary Yellow
12-0633

Pale Banana
12-0824

Salmon
14-1323

Blue Mist
16-4421

NordiC Joy
 premium Color plAy 04

stylinG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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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옆 협탁 위 아이보리 컬러의 

앵글포이즈 오리지널 1227 데스크 

테이블 조명, 라이트 핑크 컬러의 

비너스 캔들 모두 챕터원. 미니멀한 

디자인에 손잡이가 달린 헤이의 

DLM 사이드테이블은 에이치픽스. 

재생 종이로 만든 산뜻한 옐로 

컬러의 마커텐 시계는 챕터원. 

무르익은 로맨틱 무드의 정점
채도를 달리하는 핑크로 연출할 공간은 언제나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이 함께합니다. 

패턴 믹스 러그와 화이트 펜던트 조명을 더해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경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컬러의 역동적 매치 
옐로와 오팔 블루 본연의 따스함이 역동적인 패턴으로 연출되면 지루함 없는 컬러 연출이 가능합니다. 

파스텔 퍼플과 화이트 컬러의 가구와 소품은 벽면을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컬러의 반전 미학을 완성해줍니다.  

pantone®

Heavenly Pink
12-1305

Bubblegum
17-1928

Dawn Blue
13-4303

Opal Blue
12-5406

pantone®

Opal Blue
12-5406

Pale Banana
12-0824

Snow White
11-0602

Orchid Hush
13-3805

오팔 블루 컬러로 도장한 원목 

의자와 미니멀한 디자인의 구비 

스탠드 조명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페이즐리 패턴의 핑크 

리넨 쿠션은 자라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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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매치로 컬러 플레이 
밝고 화사한 스카이 블루와 짙은 블루 컬러는 아이 방을 동물들의 놀이터로 연출합니다. 

화이트와 핑크 컬러의 인형들이 한데 어우러져 상상력이 무궁무진 솟아오를 놀이 공간이 완성됩니다. 

아기자기 사랑스러운 컬러 시너지 
핑크와 새벽 안개를 연상케 하는 옅은 그레이 계열 컬러를 매치해 사랑스러운 컬러 대결이 펼쳐집니다. 투톤으로 매치한 공간에 

화사한 컬러가 믹스된 수납장과 그린 옐로의 컬러를 곁들이면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pantone®

Salmon
14-1323

Dawn Blue
13-4303

Starlight Blue
12-4609

Canary Yellow
12-0633

pantone®

Blue Mist
16-4421

Snow White
11-0602

Bubblegum
17-1928

Starlight Blue
12-4609

패턴 패브릭 벤치 위 핑크 인형은 

Bon Bon Bon의 루시로 챕터원. 

바닥에 물을 넣어 공기를 주입하는 

스카이 화이트 컬러의 래빗 체어는 

라비또. 아기 사슴이 프린트된 

동물 모양 피코 쿠션은 에어리웨어 

제품으로 루밍. 기대어 사용하는 

화이트 컬러의 우드 조립형 행어는 

투식스투세븐. 

 북유럽풍 아기 침대는 스토케. 침대 

속 원형 피치 쿠션은 데이글로우. 

럭키보이선데이의 소녀 인형인 

배드아이릴리는 에이치픽스. 벽면의 

집 모양 선반 속 핑크와 에메랄드 

컬러의 디자인레터스 드링킹 리드는 

데이글로우. 벽면의 천연 양모 펠트 

소재의 플라밍고, 화이트 헌팅 

트로피와 양 머리 후크는 민스크. 

바닥에 놓인 미스터 마리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미피 램프는 

에이치픽스. 의자 위 핑크 래빗 

인형은 자라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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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더하는 유쾌한 상상 
아이 방을 그린 컬러로 꾸미면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칠판페인트로 포인트를 주면, 아이의 상상력은 날개를 달고 공간은 더 유쾌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그린 
채도 높은 그린 컬러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면 그 강렬한 색감이 주변을 새롭게 환기시킵니다. 강렬한 컬러보다는 

같은 계열의 명도를 달리하는 초록 식물과 화이트와 핑크 가구를 매치해 화사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pantone®

Greenery 
15-0343

Blanc de Blanc 
11-4800

Medium Green 
17-6229

Peach Blossom 
16-1626

pantone®

Bire’s Egg Green
13-5911

Sycamore
19-5917

Parasailing 
18-5020

Aquamarine
14-4313

브리오의 쨍한 레드 컬러 원목 

인형 수레, 클래식 8자 기차 트랙 

세트와 자석 기차놀이는 

브릭웍스. 테이블 위 알록달록 

눈을 즐겁게 하는 마카롱과 래빗 

쿠키, 블루 테디 베어는 아티제. 

아쿠아 핑크 톤으로 오크 원목의 

결이 벽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포인트가 되는 가리모쿠 CF50 

체어는 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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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페인트, 전국 100여 곳의 팬톤 전문점에서 만나세요.
글로벌 컬러 표준인 팬톤 컬러의 정확성과 고채도의 색상을 기반으로 우수한 도막 외관을 창조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팬톤페인트를 전국 100여 곳 팬톤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PANTONE® local Stores

칼라메이트
칼라메이트㈜ 을지로점  02-2273-74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18-6번지 1층 

칼라메이트㈜ 천호점 02-475-774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85

칼라메이트㈜ 논현점 1877-74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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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문화상사 02-432-77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446 

천태상사 02-495-777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본동 466-4

원색페인트 02-2275-477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6 

(무악)대림상사 02-738-172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72(내제 1층 3호, 15호)

역촌길상사 02-389-74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 

대원페인트건설 02-303-4040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86

유한상사 02-2671-15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34 

하우스데코 02-2697-770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34

가가씨앤씨 02-6713-77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14 

색제공사 02-3012-77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77

명인칼라 02-926-677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73 

명신상사 02-464-443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41

성천기업 02-337-7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32 

동성도장 02-334-77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47

동명하이텍 02-2214-07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47 

대명상사 02-3437-13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90

㈜케이스리 02-887-77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67 

태광상사 02-2693-150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84

리얼칼라 하우징 02-3442-33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5, 14  106호  

강남페인트 앤 코팅 논현점 02-545-1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4

서반페인트 02-900-65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29 

대성페인트(대성하우징) 02-996-713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271

광일페인트  02-906-770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61

부산광역시
노루페인트대한상사 051-414-839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103

제일페인트 051-864-544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56

대한종합개발 051-751-32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 5-1

광진페인트 051-262-877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91

세원상사 051-263-818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9

부림상사 051-261-766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31

석화건재서비스 051-303-590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60

주식회사 우광 051-557-5677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23-1

대웅상사 051-527-2591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111

털보상사 051-638-225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지겟골로 38

은화 051-803-18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00

호은상사 051-518-485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582

㈜통영산업건설 051-527-1815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89

아신케미텍 051-941-0477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76

대구광역시
엘씨테크 053-765-7780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65 

㈜강명건설 053-563-5035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387-1

종합도료 053-354-4213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22

중앙테라코 053-254-041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48

대진도료상사 053-351-8501 대구광역시 북고 오봉로 124

(팔공)노루표페인트 053-986-770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장길 2

20세기상사 053-615-565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766

경북페인트(달서) 053-633-7077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3

연우케미칼 053-571-6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39길 100

(대구)노루표페인트.잉크사 053-583-739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42

우림페인트 053-767-859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59

인천광역시
페인트마켓 070-5044-7707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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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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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일도장연구소 032-469-57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4

페인트코리아 032-508-03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570-6번지 

천일피앤씨 032-875-1001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302-1 (외 1필지 1층)

세계상사 032-438-1886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716번길 3 

희망도장공사 032-545-74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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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노루표상사 042-273-1032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46  

칠갑상사 042-823-03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6 

금강페인트 042-524-7950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14번길 5 

노루페인트상사 042-221-0037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7 

부성상사 042-627-1088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109번길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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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페인트 042-626-424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158 

광주광역시
광주페인트방수백화점 주식회사 062-351-7778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84

대한도료산업㈜ 062-528-2280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812

㈜동해건업 062-524-7269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07-1

수안도료 062-943-7989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462

㈜우진실업 062-513-7002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43

자연페인트 062-511-1278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55

㈜칼라페인트 062-956-178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805 

한울피앤디 062-521-6708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31-2

울산광역시
㈜동선 052-261-726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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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산건업 052-282-7705 울산광역시 중구 명난로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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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클럽 031-952-4505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55

㈜데코플러스 031-946-770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1

주안페인트 031-943-779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아동로 151

홈이마트 031-945-0412 경기도 파주시 돌단풍길 10

도원상사 031-947-0907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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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상사 031-944-7285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3-22

금성페인트 031-843-3752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가금로 57

노루페인트-현대케미칼 031-521-035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5

레인보우페인트 031-595-977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195

구리방수화공 031-562-7020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260-3

대성도료 031-923-77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14

천웅상사 031-912-047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70

The paint #(더페인트샵) 일산점 031-914-7787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731

덕운상사 031-977-746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12 외 101

삼보페인트 031-966-77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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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사 031-773-201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1리 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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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해상사 031-419-77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로 13

대흥상사(안산) 031-408-77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40

KCC상사 031-430-6877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시화유통상가 가32동 104)

현대특수도료.도장 032-677-7337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12

대한페인트상사(부천) 032-678-6423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07

준상사 031-984-4277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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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프레코 031-356-783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35

아름상사 031-611-6064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369

대방스상사 031-683-8177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458

모든페인트 031-664-0331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50

송탄)대진상사 031-663-5270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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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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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비상사 031-272-770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세우상사 031-375-4020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300번길 43

순원상사 031-442-77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39

이원산업 031-454-66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61

군포)대원상사 031-479-077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유통상가 16동 133호)

칼라랜드 031-421-99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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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월마트 031-415-60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마을2길 8 

노루표페인트 태영상사 031-754-77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43

두리상사 031-602-40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407

예지상사 031-796-097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7

이천칠공사 031-635-2704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63

신성도장 031-884-6068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100

 

강원도
대건케미칼 033-256-0016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73

동산페인트 033-254-3339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71

노루페인트 원주점 033-747-7782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40

영은상사 033-747-802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169

노루페인트강원도장산업 033-900-4977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8

제비표페인트황지대리점 070-7750-9277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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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공사(속초) 033-632-69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79

우성상사 033-535-7999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202-1

노루페인트 동부대리점 033-653-7717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06

노루표상사(강릉) 033-642-7577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41

대산페인트 033-642-1479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677

충청북도
공단페인트 043-213-770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364 

노루칠공사 043-881-0727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6

노루페인트 유진상사 043-853-0077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1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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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월드 041-575-711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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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도장공사 041-523-77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단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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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페인트상사 041-533-3578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03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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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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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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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페인트(가나상사) 041-357-928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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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online Stores

칼라메이트㈜ 논현점 http://www.colormate.co.kr    가가씨앤씨 http://www.ggcc.co.kr

다이마트 www.diymart.co.kr      태광상사(페인트마스터) http://storefarm.naver.com/paint-master

대웅상사 http://www.dw704.co.kr     페인트김사장 http://www.paintkimsajang.co.kr

대한상사 www.paintchil.com      페인트세상 http://www.paintworld.kr

핸디플러스 http://www.handyplus.co.kr    칠하자닷컴 http://www.7haja.com

페인트마켓 http://www.paintmarket.kr     페인트코리아 http://www.paintkimsajang.co.kr

팬톤페인트 컬러즈 http://www.pantonecolors.co.kr   페인트코치 http://storefarm.naver.com/paintcoach

홈앤페인트 http://www.homenpaint.com    페인트나라 http://storefarm.naver.com/paintnara

더페인트샵 www.thepaintshop.co.kr     백경p&c http://storefarm.naver.com/backyoung

페인트팜 http://www.paintpam.com      부일페인트 http://www.builpaintmall.com

아름상사 http://storefarm.naver.com/arpaint    데코샵닷컴 http://paintvally.co.kr

칠박사 http://storefarm.naver.com/paintdotcom    이지페인팅 http://www.easypainting.co.kr

다이마트 http://www.diymart.co.kr 

협찬처   까레(070-4122-9874), 데이글로우(02-6397-9937), 라비또(070-4348-6664), 루밍(02-599-0803), 

 리모드(02-2051-9888), 민스크(010-2405-6292), 비아인키노(1899-6190), 시몬스(www.simmons.co.kr), 

 스토케 코리아(02-6049-4040), 에이치픽스(070-4656-0175), 자라홈(02-546-7326), 

 챕터원(02- 517-8001), 브릭웍스(02-540-0902), 아티제(02-2155-5777), 투식스투세븐(070-7722-2627), 

 르마블 by 토탈석재(031-767-4415), 커먼키친(070-4212-7650)  

발행인  이정식 

편집&제작  ㈜서울문화사  

에디터  김미주 

포토그래퍼  김덕창 

스타일리스트  이현민(슈가홈) 

아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디오 

발행일  2017. 02. 10 

팬톤 컬러, 
그 자유로움으로 
멋진 생활 공간을 

창조합니다.

전라북도
신성페인트 063-532-7704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318

청송페인트 063-251-7311 전라북도 전주시 팔달로 110

중앙도료산업 063-251-0477 전라북도 전주시 태평 3길 8

전북페인트 063-276-4890 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 893

수산페인트 063-841-471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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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페인트 063-452-1965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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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대동페인트 061-274-770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47-2 

성진페인트㈜ 061-743-1789 전라남도 순천시 장자보3길 42-1

양우도장 061-642-9962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28-1

푸른산업 061-278-254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82  

경상북도
㈜원색건업 054-853-0458 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길 94

그린페인트 054-474-771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66-1

대구도료상사 054-452-3747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66

주식회사 태경 054-853-0458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302-12

원색건업 054-853-0458 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길 94

㈜노아 054-284-4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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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씨엔원 055-365-5033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127

㈜양산페인트 055-388-3996 경상남도 양산시 서일동로 14 

부경 P&C 055-385-5356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로 390  

원주도장 055-313-7727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92

금호페인트 055-312-7848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길 3

화성페인P&F 055-332-669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69

한국상사 055-333-306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83

오성페인트㈜ 055-632-6067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07  

백광종합상사 055-264-779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26  

DPI상사  055-237-77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번길 32 

태극페인트 055-298-191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87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창원 055-232-18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1길 22-3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창원 055-231-761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1027 (1층)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창원 055-297-761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34

제일도장산업㈜ 055-241-66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98

경남페인트 055-746-7773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20

대한도료 055-742-3468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로 26

KM페인트 055-687-334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18길 12

거대도장 055-633-7794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3길 2

제주특별자치도 
노루페인트한성건업 064-762-27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11

아진건설 주식회사 064-759-34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38-1



팬톤 컬러,
그 자유로움으로 
멋진 생활 공간을 
창조합니다.

AT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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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031-467-6114

프리미엄 팬톤페인트 컬러 스타일북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