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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럭스 멀티 에그쉘로 생활방수까지 한 번에 해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All New  iLUX

2020. 03 코
비

즈

아이럭스
생활방수 비교 실험

탁월한 방수 성능

멀티 에그쉘 일반 수성페인트

금방 젖어드는
일반 페인트

※ 코팅되지 않은 종이박스에 24시간 방수 테스트 진행 결과입니다.



아이럭스의 『아이(I)』는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친환경성을, 

『럭스(LUX)』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럭스는 74년여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건축용 페인트 1위 

기업인 삼화페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라는 가치에 

기술력을 더해 자부심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아이럭스와 함께 생활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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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가구/몰딩/싱크대 페인트

친환경 생활방수, 이지클리닝

광택 저광(EGGSHELL)

용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표면처리된 가정용 목재, 철재 
등 시설물 내부 상도

건조시간 고화건조(25℃): 1시간 이내

희석제 물

도장횟수 2~3회

이론 도포 면적 6.57㎡/L(건조도막두께 60㎛ 기준)

보관 방법 상온(5~35℃)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

작업도구 붓, 로라, 스프레이

포장단위 1L / 4L 

내외부 벽면 또는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페인트

채도 높은 강렬한 색상의

광택 새틴광(SATIN)

용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시설물 내/외부 상도

건조시간 고화건조(25℃): 1시간 이내

희석제 물

도장횟수 2회

이론 도포 면적 6.60㎡/L(건조도막두께 60㎛ 기준)

보관 방법 상온(5~35℃)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

작업도구 붓, 로라, 스프레이

포장단위 1L / 4L 

실내/벽지페인트

끈적임 없이 깔끔한

광택 무광(FLAT)

용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실크/종이 벽지 등 
시설물 내부 상도

건조시간 고화건조(25℃): 1시간 이내

희석제 물

도장횟수 2~3회

이론 도포 면적 6.55㎡/L(건조도막두께 60㎛ 기준)

보관 방법 상온(5~35℃)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

작업도구 붓, 로라, 스프레이

포장단위 1L / 4L 

아이럭스 멀티 플랫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

아이럭스 하이크로마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 아이럭스 하이크로마아이럭스 멀티 플랫 

06 0804

친환경 
마크 인증 

Good!
 LOW-
VOC

이지
클리닝

광택

은은한
저광 

Color 조색 
System 

NCS 950
EG-
FREE

친환경 

생활 방수

6대 
중금속

FREE
실내마크 

인증 
 LOW-
VOC

실내･외 
적용 가능

Color 조색 
System 

NCS 950

선명한 
고채도 

색상 구현

광택

고급스러운  
새틴광

EG-
FREE

100% Pure 

아크릴
6대 

중금속

FREE

친환경 
마크 인증 

Good!
 LOW-
VOC

실내 벽지 
페인팅 적합 

OK!

Color 조색 
System 

NCS 950
EG-
FREE

100% 
Pure 

아크릴

6대 
중금속

FREE

광택

고급스러운  
무광 

※ 무광(G-10 미만) > 저광(G-10~15) > 새틴광(G-25~30) > 반광(G-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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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l Frost
SH S 3030-B30G

Desert Sand
SH S 2020-Y30R

Mustard Yellow 
SH S 3050-Y10R

Dark Taupe
SH S 7005-Y80R

아이럭스
멀티 플랫

끈적임 없이 깔끔한

차분한 느낌의 무광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손 때가 덜 타는 벽면에 사용

주요용도 : 실내벽면, 벽지 등 내부 상도용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더 특별한 공간, 거실 

우리 집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새로운 느낌의 공간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iLUX가 제안하는 새로운 컬러로 아늑하면서도 포근한 공간을 만들어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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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럭스 
멀티 에그쉘

친환경 생활방수, 이지클리닝

방문부터 가구까지, 리폼에 적합하며 

저광의 은은한 광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친환경 생활방수 기능으로 물이 닿는 부위의 손상 방지

이지클리닝 기능으로 손때 제거

주요용도 :  콘트리트, 시멘트, 방문, 몰딩, 가구, 
철재, 유리, 시트지 등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간,

포인트 색상을 매치해 밝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행복함과 건강이 가득한 공간으로 가족 

모두가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Powder Blue
SH S 0515-B

Melt Water 
SH S 1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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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도 : 콘트리트, 시멘트 건축물, 몰탈, 석고 
등의 내·외부 노출면 보호용

내·외부
가능

집안 곳곳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iLUX가 제안하는 비비드한 컬러로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보면 어떨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세요.아이럭스 
하이크로마

채도 높은 강렬한 색상의 인/익스테리어 전용 페인트

선명한 고채도 색상 구현으로 

감성있는 개성 연출 가능

Pastel Pink
SH S 0520-R20B

Sunshine
SH S 2060-R80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