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친환경리더

나무와사람들
A GREEN LEGACY, 
A GREENER FUTURE 



나무와사람들은 각 개인의 고유가치를 존중하며 우리의 사업을 높은 수준의 

윤리, 정직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또한 모두의 

웰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길로, 직원, 고객, 공급업체, 정부기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나눔을 실행합니다.

          우리의 신뢰경영

생태 효율의 Green 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에너지, 자원, 환경,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환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정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신뢰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영역

친환경 인테리어를 선도하는 나무와사람들은 친환경 가치를 

일깨우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추구 목적을 넘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의 환경을 보급하는 것에 뜻을 두고 고품격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 greener legacy
a greener future
우리는 날마다 배웁니다. 

제품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GREEN(자연)을 위한 협력자가 되고자 

친환경리더 나무와사람들은 

정직과 신뢰,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건강한 소통

친환경리더 나무와사람들은 실내외 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내구성 좋은 제품을 

공급하여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공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17 Years Experience

친환경 도료의 불모지에서 친환경 도료의 필요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매일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객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회사명 던-에드워드 코리아 나무와사람들

영문명 JES HOMES

CEO 김은숙

창립일 2001

사업영역                    무역(건축자재/인테리어), 페인트, 통신 판매

홈페이지 www.jeswood.com

본사 연락처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로 30

 전화  02 3679 0101 팩스  02 3679 0158



친환경 교육 및 사회 공헌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벽지 기초페인팅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인테리어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최초 친환경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환경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켰습니다.

나무와사람들 진천 
리빙문화 단지 조성

나무와사람들 유통기지로  

친환경 마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리빙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입니다.

세계 최초 EG-Free  
던-에드워드 페인트 국내 공급

전품목 EG-Free, Zero VOC 색소 사용 

유독성 경화제 에틸렌글리콜(EG) 대신  

식용 경화제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한  

무독성 던-에드워드 페인트를 국내에 공급합니다.

미래
교육 

-

리빙 
컬쳐 
-

핵심 
주력 

-

페인팅 가이드 및 DIY 커뮤니티 형성

친환경 수입 페인트 최초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페인팅 및 DIY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초보들자도 셀프페인팅 및 인테리어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IY
소통 

-





본사 및 직영점

과천본사 

논현점

진천 물류센터

용인점

영통점

강원

속초점

원주점

춘천점

경상

거제도점

구미점

김해점

대구점

대구에스닷점

부산점

부산사직점

울산점

창원점

포항점

충청

천안아산점

청주점

충주점

대전점

전라

군산점

광주서구점

광산점

전주점

제주

서귀포점

제주노형점

제주시점

서울

강북점

강서점

마포점

목동점

성동점

성북점

송파점

신내점

경기

경기광주점

군포점

남양주점

부천점

분당정자점

수원점

안산점

용인수지점

의정부점

이천점

인천점

일산동구점

일산점

판교점

02.3679.0101
02.6925.3222
043.532.9078
031.526.1066
031.205.7771

033.635.7977
033.761.9594
033.256.7772

055.637.1902
054.464.8776
055.326.4582
053.381.1155
053.426.6816
051.790.8514
051.927.3480
052.269.5810
055.609.4562
054.283.7707

043.418.9610
043.716.2231
043.848.0061
042.716.0314

1670.7793
063.243.7791
062.953.7285
062.444.1070

164.763.7700
064.749.2177
064.711.7474

1644.7245
070.7817.2797
02.703.3577
02.2646.7077
070.7747.5874
02.918.1010
02.419.7704
02.433.8188

031.769.3877
070.7121.2468
031.573.5082
032.329.7811
031.713.8688
1599.4876
070.4269.5582
031.264.1462
031.824.7777
031.637.9607
032.821.1233
031.932.7533
031.914.7787
031.626.0138

던-에드워드 페인트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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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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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2
던-에드워드 페인트 수입 총판 계약

국내 최초 EG-FREE 친환경 무독성 아크릴 페인트 출시

수입 페인트 최초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시작

(손잡이닷컴, 문고리닷컴 등 다수 업체)

국내 최초 일반인 대상 친환경 DIY ACADEMY 오픈

실내 환경 개선, 건강, 컬러, 친환경 DIY 인테리어 관련 교육

무독성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수년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친환경 셀프 인테리어 교육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리더 나무와사람들 설립

친환경 페인트 목재 디자인샵 오픈

JW.etc 수성 스테인, 바니쉬, 리무버 등 다양한 제품군 출시

2010
협성대학교, 전북대, 강원대, 산학 협약 및 강의

국내 최초 워싱페인트 출시

친환경 페인트의 다양한 사용을 알리는 효시가 되었습니다.

DIY 친환경 셀프 인테리어 교육 진행 

국내 최초 친환경 무독성 접착제 타이트본드 수입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KBS 아침 뉴스타임 4월 22일 분 본사촬영

TBS 리얼투어 스쿠터타고 씽씽 2월 22일 분 본사 촬영

공주대 산학 협약

무한지대Q 370회 본사 촬영

레몬테라스 및 국내 최초 DIY 반제품 정모 개최

주부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친환경 인테리어의

중요성과 셀프 인테리어 방법을 알리며 DIY 불모지인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리브 TV / 레테(레몬테라스)

디자인 잇 유어셀프 4회분 촬영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던-에드워드 페인트 대리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코디네이터와 전문 시공자를 양성하여 1:1 상담부터 

시공까지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라스트앤라스트 바니쉬 출시

던-에드워드/퀄리텍/슈어라인 등 100여가지 부자재 출시

COLOR&BEYOND 사보 출간

TVN 일리있는 사랑 논현점 촬영

나무와사람들 신축 사옥

TVN '내방의 품격' 던에드워드페인트 소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주차장 환경개선 후원 협약 체결

러스트올룸, 와신페인트, 포터스페인트 국내 독점 수입

엔바이로워시 런칭

프로페셔널 아카데미, 포터스 심화 교육 진행

롯데뮤지엄 '알렉스 카츠, 아름다운 그대에게' 전시 후원

현재 전국 50여개의 대리점 외 문고리닷컴 등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던에드워드 제품 판매 

진천 그린홈팩토리 물류센터 및 교육장 개설

친환경 컬러 코디네이터 교육

실크리트 런칭 (덤프록/오리지날/수성 에폭시 바닥재 등)

친환경리더 나무와사람들 연혁



던-에드워드 페인트
과천본사

주소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로 30 (갈현동 11-13)

문의         02.3679.0101

영업시간   평일 07:00-18:00 / 토요일 09:00-16:00 / 일,공휴일 휴무

던에드워드 코리아 과천 사옥

나무와사람들 과천본사는 새롭게 사옥 신축을 완료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1층 매장에서는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직원이 상주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페인트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상세 설명과 함께 구매가 편리합니다.  2층 쇼룸은 고객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 4층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패밀리페인팅 클래스를 열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던-에드워드 페인트 직영점
논현점, 영통점, 용인점

논현점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8길 20 (논현동 213-5)

문의         02.6925.3222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6:00 / 일,공휴일 휴무

영통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6 (영통동 990-23)

문의         031.205.7771

영업시간   평일 09:30-18:00 / 토요일 09:00-18:00 / 일,공휴일 휴무

용인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10-1

문의         031.526.1066

영업시간   평일 09:30-18:00 / 토요일 09:00-18:00 / 일,공휴일 휴무

다양한 쇼룸, 열린 공간 논현점

논현점은 리모델링을 거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논현점 내 

LOUNGE.D에서는 매장 고객분들 외에도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와 교육, 카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논현점과 

영통점은 셀프페인팅을 시작하기 두려운 분을 위해 매 달 한 번씩 

기초페인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전제품 EG-FREE 무독성 페인트

수용성 또는 냄새가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무독성은 아닙니다.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1983년 세계 최초로 유독성 경화제인 에틸렌글리콜(EG) 대신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PG)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00% EG-FREE 무독성, 던-에드워드 페인트로 안전하게 실내환경을 개선하세요.

최고급 원료 사용,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아토피 방지

많은 페인트 회사들이 가격절감을 위해 비싼 원료인 Titanium Dioxide(TIO2)의 양을 줄일 때,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높은 수치의 TIO2를 유지하였습니다. TIO2 성분은 정전기로 인한 

미세먼지를 방지하고 유해물질 분해하며 곰팡이 억제 및 탈취 기능이 있습니다. 벤젠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ZERO-VOC 제품 사용시)등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아토피 피부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HE PERFECT COLOR EVERY TIME
최고급 ZERO-VOC 색소만을 사용하며, 강한 태양열에도 본래 색상을 10년 이상 유지합니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셜/파라마운트 스튜디오, 레고랜드, 라스베가스 호텔 등 세계적 테마파크와 

건축회사, 시공업자,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컬러로 페인팅 후 더욱 깊은 색감을 나타냅니다.

입자가 고와 도포면적이 넓은 경제적인 페인트 (하도된 깨끗한 표면 기준 10-12㎡/L)

수성페인트 최대 약점인 끈적임이 없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페인트

커버력이 뛰어나 1-2회 도포로 바닥 가림이 잘 되어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페인트

강한 내구성으로 어떠한 재질 위에도 강하게 접착되고 오래 지속되는 페인트

셀프레벨링(퍼짐성)이 뛰어나 도구의 흔적이 덜하며 매끄러운 마감이 가능한 페인트

발림성이 뛰어나 초보자는 쉽게 칠하고, 전문가는 노동력이 적게 드는 페인트

미국 서부의 디자이너, 시공자, 소비자가 100년 동안 선택해 온 NO.1 페인트

1

2

3

A GREEN LEGACY, A GREENER FUTURE



FDA 인증

미국 FDA(식약청)의 엄격한 환경 기준을 준수합니다.

LEED Gold 인증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골드 등급을 인증 받았습니다.

Greenguard 인증

미국의 어린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월등히 낮은 제품입니다.

Bio-Pruf 인증

실내외의 도색된 표면을 곰팡이, 이끼 등의 녹조류로부터 

오래도록 청결하게 유지시켜주는 제품입니다.

RAVOC

총 VOC 양과그 중 실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VOC의 양을 나타내는 

RAVOC(Reactivity-Adjusted VOC Content)를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친환경 도료회사가 선택한 파트너, 나무와사람들

앞서가는 선진국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세계적인 품질과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페인트, 스테인, 

마감재, 바닥재, 본드, 실리콘, 도장기 등 다양한 상품을 나무와사람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던에드워드 페인트의 친환경 인증마크

앞서가는 선진국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세계적인 품질과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페인트, 스테인, 

마감재, 바닥재, 본드, 실리콘, 도장기 등 다양한 상품을 나무와사람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QA1. VOC란 무엇인가요?

Volatile Organic Compounds(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일반적으로 페인트 용매에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VOC는 1리터당 gram으로 산출됩니다 (g/L).

QA2. ZERO-VOC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는 15g 이하의 VOC가 측정된 페인트에 ZERO-VOC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ZERO-VOC가 

표기된 페인트라도 모두 VOC = 0g/L은 아닙니다.  페인트 용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성분으로부터 나오는 휘발성 잔여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 페인트 회사에서는 페인트의 라벨에 

ZERO-VOC라고 표기하고 VOC의 수치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정확한 수치를  1g까지 정직하게 표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Zero-VCO Paint
≤15 g/L

Ultra-Low VCO Paint
≤50 g/L

← VOC

LEED Standard for
Non-Flats & Primers

≤150 g/L

← VOC← VOC

The World’s 1st EG-Free Paint
   던-에드워드 페인트 모든 제품은 EG-Free 및 Zero-VOC 색소만을 사용합니다

던-에드워드 페인트의 모든 제품은 ZERO-VOC 색소를 사용하여 조색되고 있습니다. 

ZERO-VOC 페인트 에베레스트 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인 슈프리마와 에버쉴드 역시 

ZERO-VOC 색소인 ZTC 색소로 조색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미국의 모든 페인트 회사는 해당 지역과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환경 정책을 따릅니다.   

페인트 등 각각의 코팅 마감재마다 특정한 VOC 제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환경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LA(SCAQMD 규제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엄격하고 제한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페인트를 고열로 가열하여 나오는 VOC의 양(Maximum VOC)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인 RAVOC 수치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ASTM ISO

측정방법 300℉ (약150℃) 250℉ (약120℃)

동일 페인트 
측정시

ASTM Standards 
EVSH20 = 50 g/L

ISO Standards EVSH20 
= 5.72 g/L

측정 지역에 따라 VOC 측정 방법(측정 온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VOC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 중 ASTM과 ISO가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ASTM은 300℉(약 150℃)까지,  유럽 및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하는 ISO는 250℉

(약 120℃)까지 도료를 끓여 측정합니다. 페인트에 사용되는 원료 중 끓는 점이 높은  

Texanol Ester Alcohol 같은 특정 화학물들은  250F(약 120℃)에도 검출되지 않으므로 

지역마다 VOC 수치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  표와 같이 측정 방법에 따라 같은 페인트의 VOC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던-에드워드 페인트를 국내에서 검사했을 때 VOC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SCAQMD ] :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의 사막지역,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 버날디노 카운티가  

포함된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환경규제가 철저한 지역

[ CARB ] : 캘리포니아 내, SCAQMD를 제외한 모든 지역

[ EPA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

* 페인트 등 코팅 마감재마다 각 지역별 환경규제와 VOC 제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환경규제가 높은 

SCAQMD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SCAQMD RULE 1113

Lake Ml States

CARB

EPA
OTC

QA3. VOC수치는 측정 지역마다 왜 다르게 나오나요?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 캘리포니아(CA)의 엄격한 기준 준수



1925 Foundation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1925년 벽지회사를 모태로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두고, 

애리조나 피닉스에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 및 산업용 도료 

전문회사입니다. 모든 제품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의 사막과 

캘리포니아의 고습지대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미국 

서부의 건축설계사, 디자이너, 소비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1983 EG-Free 
  던-에드워드 페인트는 유독성 경화제인에틸렌글리콜(EG)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중단하고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PG)을 전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Eg-Free만이 믿을 수 있는 100% 무독성 

페인트입니다.

2004 Perfect Palette Color System 
 독자적으로 개발한 색상선호 모음집 퍼펙트 팔레트 컬러 

 시스템을 소개하였습니다. 시공 후에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컬러로 건축가 및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서부 500곳 이상의 대형

  디자인하우스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 

 300가지 엄선된 트렌디 컬러 Then, Now and Forever가

 출시되어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1	 Leed	Gold	Certification 
 미국 피닉스에 위치한 던-에드워드 신설 공장이  

 미국그린빌딩 위원회로부터 LEED GOLD를 인증 

 받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집진 시설, 오수재활용 

 시설을 갖춘 에너지 절감 구조로 Ultra-Low Discharge 

 급으로 모든 시스템이 폐기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여 생산량은 5배 이상 

 증가하고 제품의 질은 더욱 향상 되었습니다.

01
The #1 Choice of 

Professionals

02
About 100 Years of 

Success

03
Greener by 

Design

04
Look Better, 
Last Longer

05
The Perfect color 

Every Time

SINCE 1925



75% said Superior Quality

로스앤젤레스의 페인터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던-에드워드 페인트를 사용하십니까?"

75%가 대답하였습니다.

"우수한 품질 때문입니다"

69% said "Dunn-Edwards"

로스앤젤레스의 페인터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집에 페인팅을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겠습니까?"

69%가 대답하였습니다.

"던-에드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던-에드워드 페인트를 사용하는 이유

1. 디자이너가 먼저 선택하는 컬러 : 퍼펙트 팔레트

초기에 개발된 6,000가지 컬러 중에 10년에 걸쳐 디자이너와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로 엄선하여 

제작된 퍼펙트 팔레트는 컬러 선택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므로 페인팅 후 더욱 아름답고 깊은 색감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2. 페인터가 먼저 찾는 페인트 : 뛰어난 은폐력, 편리한 작업성

1-2회 칠로 밑가림이 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일 경우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가 적게듭니다. 발림성이 뛰어나 노동력이 적게 들어 작업하는 페인터들이 특히 선호하며 

타 페인트를 사용하다가 시공자들의 건의로 작업성이 편한 던-에드워드로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3.  고객이 인정하는 친환경 페인트 : 캘리포니아 NO.1 페인트

세계 최초 자발적 EG-FREE + 최고급 원료 사용 + 강한 내구성 등, 미국 내 환경 법규가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향상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 온 100여년 역사의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와 던에드워드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던-에드워드 페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자이너가 먼저 선택하는 색감과 페인터가 인정하는 편리한 작업성,  

강한 지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던-에드워드사는 미국 내 가장 엄격한 

환경 법규를 가진 캘리포니아에서 고객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향상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미국 서부 대다수의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무독성 페인트가 되었습니다.

해외 시공사례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레고랜드 캘리포니아

던-에드워드 페인트를 사용한 레고랜드의 모형 및 구조물이 마치 실제 

레고블럭을 사용하여 만든 듯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고 블럭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아름답고 선명한 색감은 레고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탄성을 불러 일으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변색되지 않는 최상급 퀄리티로 레고랜드 실내외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MGM 호텔

윈 호텔 & 앙코르 리조트

30층, 5,000개에 이르는 객실과 카지노가 있는 170,000ft2 규모의 

MGM호텔은 호텔 외관 재칠 작업 전 사용될 페인트의 내구성을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40℃의 

폭염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 외장에 위치한  

여러 판넬(표면온도 82℃)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2년 6개월간 변함없는 

색상과 품질을 확인한 후, 2003년 4월, 약 5개월에 걸쳐 페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던-에드워드 페인트의 색상과 품질이 최소 10-20년간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위대한 도전으로 기억됩니다.

해외 시공사례

캘리포니아 주정부 청사

디즈니 콘서트 홀

던-에드워드 화이트 계열로 빌딩 외관 전체가 단장되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캘리포니아의 상징 주 정부청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자외선과 습도에 최적화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던-에드워드 울트라 프리미엄 외부전용 페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밤에는 정갈한 조명과 어우러져 페인트의 은은한 멋이 연출됩니다.



국내 시공사례

ㅣ기업ㅣ

삼성전자 SMD 사무동, 분당 삼성중공업 R&D 센터,

이천 SK 하이닉스 연구소, 세스코 사옥, 미래에셋 등

ㅣ호텔 및 리조트ㅣ

잠실 롯데타워 호텔(76~101층), 롯데호텔, 롯데월드

워커힐 면세점/카지노, 제주 ES 리조트, 강릉 탑스텐 호텔 등

ㅣ쇼핑 및 문화공간ㅣ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주차장, 신도림 디큐브시티,  

홍대 롯데 L7, 과천 정보 과학 도서관 등

ㅣ병원ㅣ

서울대 병원 어린이 병동, 연세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순천향대 병원 아토피 치료실 내부, 인천 길 병원 등



인테리어 디자인에 
도움되는 자료

DUNN-EDWARDS SPEC & SPACE

던에드워드 본사 사이트 내 스펙 앤 스페이스(www.dunnedwards.com/

colors/specs)에 접속하시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컬러 트렌드와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요소 등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DUNN-EDWARDS PINTEREST

핀터레스트에 접속하여 던에드워드(www.pinterest.co.kr/dunnedwards)에 

접속하시면 인테리어/익스테리어 디자인 사례와 함께 사용된 페인트 컬러를 

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DUNN-EDWARDS INSTACOLOR

던에드워드 인스타컬러(jeswood.com/content/content/

php?cont=about_color2)에 접속하시면 이미지나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원하는 인테리어 컬러 매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가상 페인트 

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