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 테이프의 기술력

프로그 마스킹 테이프는 프리미엄 경량 접착 테이프로, 선명한 페인트 
라인을 만들어 수정 작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페인팅 라인 솔루션이나 줄무늬 / 기하학적 패턴과 
같은 고급 벽면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마스킹 TIP

˙표면의 유형 및 기타 요소가 작업 경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페인팅 작업에 방해되는 가구 및 그 밖의 물건을 정리합니다.

˙도장 후 도료가 젖은 상태에서 45° 각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PAINTBLOCK® TECHNOLOGY

프로그 마스킹 테이프는 PaintBlock® 기술이 독점적으로 적용되어,
미세막으로 테이프 가장자리를 밀봉해 페인트 번짐 현상을 방지합니다.

각 롤은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보관통에 들어있어 테이프 가장자리
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우수하고 일관성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프로그 테이프의 PaintBlock® 
기술로 페인트 번짐을 방지하세요
프로그 마스킹 테이프는 특허받은 PaintBlock® 기술이 적용되어, 라텍스 페인트
에 반응해 미세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테이프 가장자리를 밀봉해 페인트 번짐 
현상이 없는 선명한 페인트 라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INTERIOR
프로그 마스킹 테이프 옐로우

IN/EXTERIOR
프로그 마스킹 테이프 그린

제거 기한 제거 기한60일 뒤에도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21일 뒤에도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www.jeswood.com

섬세한 표면 (24시간 이내로 페인팅 된 표면, 포피니쉬,
프라이밍된 벽면/ 벽지 등)에 사용 가능
선명한 페인트 라인을 위한 PaintBlock® 기술
테이프 가장자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관통
끈적이지 않는 깔끔한 접착력

다양한 표면 (페인트가 경화된 벽면, 우드 트림,
유리, 금속 등)에 사용 가능
선명한 페인트 라인을 위한 PaintBlock® 기술
테이프 가장자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관통
끈적이지 않는 깔끔한 접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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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표면

마감된 목재 / 벽지 / 라미네이트 / 비닐 / 건식 벽채

사용 표면

카펫 / 벽 / 유리 / 금속 / 석재 / 목재

접착력 접착력
낮음 낮음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점착 수준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보통 보통높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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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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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in x 60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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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in x 60yd
3 Rolls

사이즈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