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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스프, 안료를 간편하게 찾아주는 Pigment Finder 모바일 

앱 개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 최신 색상 트렌드 찾는데 도움  

코팅, 플라스틱, 그리고 프린팅 업계에 종사하는 안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바스프의 새로운 Pigment Finder 앱을 사용해 원하는 안료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바일 앱은 안료의 명암, 색상 인덱스, 화학적 특징 및 기술적인 정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 색상, 용도, 투명성, 날씨 

안정성 등을 설정해 놓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제품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바스프 아시아 태평양 안료 사업부문 부사장 토마스 륄(Dr. Thomas Rühl) 

박사는 “올바른 안료 솔루션을 찾는 것은 맞는 컬러를 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이 앱으로 제품 디자이너, 플라스틱 전문가, 그리고 프린팅 

산업의 전문가들은 바스프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앱을 통해 안료 산업의 최신 컬러 트렌드와 혁신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커뮤니티들을 연결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휴대폰 및 테블릿을 지원하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래의 QR 

코드로도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노트북과 윈도우 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www.pigment-finder.basf.com 에서 똑같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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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소개 

바스프는 150 년의 역사 동안 ‘We create chemistry‘ 전략을 바탕으로 화학, 

플라스틱, 기능성 제품, 작물보호제품 및 원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선도적인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서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과학과 혁신을 통해 전 

산업분야에서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니즈에 부합하는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의 제품과 시스템 솔루션은 자원을 보존하고 양질의 음식과 영양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4 년 약 740 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4 년 말 기준 11 만 3 천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BAS), 런던(BFA), 취리히(AN)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basf.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