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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실러 수성
 

클리어실러 유성 투명 스테인 반투명 스테인 불투명 스테인
 

 마감 및 방부제

마감 & 컬러

불투명도 클리어 클리어 투명 반투명 불투명 투명

색조 클리어 클리어 약간의 색조 중간색조 깊은색조 중간색조

나뭇결 잘보임 잘보임 잘보임 거의 다 보임 최소한으로 보임 거의 다 보임

조색완료      

주문조색  

환경 저항성

발수성      

곰팡이
저항 코팅      

클리어    

목재의
부패 및 

곰팡이에 대한 
첨단 방지



사용
커버리지

적용 1회 칠 필수/
2회 칠 추천

1회 칠 필수/
2회 칠 추천

1회 칠 필수/
2회 칠 추천

1회 칠 필수/
2회 칠 추천

1회 칠 필수/
2회 칠 추천

1회 칠 필수/
2회 칠 추천

갤런당 
도포면적 
(sq.ft)

250 sq.ft
(23.2 sq.m)

250 sq.ft
(23.2 sq.m)

250 sq.ft
(23.2 sq.m)

250 sq.ft
(23.2 sq.m)

250 sq.ft
(23.2 sq.m)

250 sq.ft
(23.2 sq.m)

청소 비누와 물 증류수 비누와 물 비누와 물 비누와 물 증류수

PREPARATIONCHOOSE YOUR PRODUCT
목재 표면 준비 :

스테인/실러 벗겨내기
이전에 칠해진 코팅은 완벽하게 벗겨내야 함. 데크브러쉬와 울만 데크스트립
또는 울만 데크스트립 ASR을 이용해서 표면을 벗겨냄.

청소
울만 테크&브라이트나 울만 테크&펜스 브라이트너로 표면을 청소.
표면은 먼지, 기름기, 곰팡이 등 유기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돼야 하며,
울만 데크웍스 브러쉬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표면에 코팅 가능 여부 점검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 최소한 4곳 이상의 표면에 물을 
뿌려 표면의 상태를 점검. 뿌려진 물이 빠르게 목재에 흡수되면 코팅할 준비가 
된 것임. 뿌려진 물이 방울로 맺히는 등 잘 흡수되지 않으면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뿌려진 물이 모든 곳에서 잘 흡수될 때까지 1단계 및 2단계 과정을 반복.

울만의 클린 앤 프렙 제품으로 준비하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스테인/실러 벗겨내기 청소 표면에 코팅
가능 여부 점검

데크스트립
 

데크스트립 ASR 데크브라이트 1lb & 3lb 데크 & 펜스 브라이트너 표면에 물 뿌림 테스트

칠해져 있는 수성, 유성 및
라텍스 마감 벗겨내기   

아크릴 페인트 벗겨내기  

UV 변색, 먼지, 녹조 등이 있는
목재 회복   

새 목재의 유약 제거   

탄닌과 못 녹 자국 제거  
목재 데크, 펜스 그리고 사이딩 본래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강화

EXTERIOR WOOD

스테인 & 실러
PRODUCT GUIDE

ADVANCED WATER REPELLENCY
EXTENDS THE LIFE OF YOUR DECK

EXTREME
WEATHER
PROTECTION

HYDROPHOBIC
TECHNOLOGY

PROVIDES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또는 표면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상관 없이 목재 표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팅 상태가 불량하게 됨. 따라서 모든 라벨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며, 표면의 상태가 우수하여 스테인 
또는 마감재를 벗겨낼 필요가 없으면 2단계를 바로 실시함.



NATURAL CEDAR REDWOOD GOLDEN PINE

PRE-MIXED

NATURAL CEDAR NATURAL HICKORY NATURAL REDWOOD

PRE-MIXED

• 새 압축 강화목재에 즉시 사용 가능함
• 환경에 잘 견디며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  풍부한 오일 마감으로 나뭇결을 아름답게 보여줌
• 코팅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방지함
• 한번의 코팅으로 마감
• 3년간 성능 보증
• 증류수로 청소

레인코트 클리어 실러 [유성]

• 대부분의 나뭇결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컬러가 있는 투명 스테인
• 환경에 잘 견디며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 코팅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방지함
• 한번의 코팅으로 마감
• 3년간 성능 보증
• 비누와 물로 청소

듀라스테인 투명 스테인 [수성]

• 클리어 실러는 환경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 코팅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방지함
•  한번의 코팅으로 마감
• 성능 3년 보증 
• 비누와 물로 청소 

• 약간의 나뭇결을 보여주는 적당한 컬러의 반투명 스테인
• 환경에 잘 견디며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  코팅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방지함
• 한번의 코팅으로 마감 
• 데크는 6년, 펜스는 8년 간 성능 보장
• 비누와 물로 청소

• 약간의 나뭇결을 보여주는 단색 스테인
• 환경에 잘 견디며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  코팅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방지함
• 한번의 코팅으로 마감 
• 데크는 6년, 펜스는 8년 간 성능 보장
• 비누와 물로 청소

• 풍부한 오일 마감 투명 스테인으로 약간의 컬러가 있어 대부분의 나뭇결을 보여줌
• 날씨와 UV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  목재가 썩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
• 한번의 코팅으로 마감 
• 3년간 성능 보장
• 증류수로 청소

레인코트 클리어 실러 [수성] 듀라스테인 반투명 스테인 [수성] 듀라스테인 불투명 스테인 [수성] F&P 투명 스테인 [유성]

BLACK WALNUT WOODLAND CHARCOAL GRAY

TERRA COTTA RED CEDAR SEASHORE GRAY

AUTUMN BROWN OLIVE WOOD BLUE SPRUCE

DOESKIN NATURAL OAK SLATE GRAY

FROSTED MAPLE SAND DUNE MOSS GREEN

OYSTER SHELL CAPE COD GRAY COLONIAL BLUE

BLACK WALNUT WOODLAND CHARCOAL GRAY

SADDLE BROWN TERRA COTTA SEASHORE GRAY

RED CEDAR AUTUMN BROWN BLUE SPRUCE

OLIVE WOOD DOESKIN SLATE GRAY

NATURAL OAK FROSTED MAPLE MOSS GREEN

SAND DUNE OYSTER SHELL COLONIAL BLUE

CAPE COD GRAY

NATURAL CEDAR NATURAL REDWOOD CHESTNUT BROWN SADDLE BROWN NATURAL CEDAR NATURAL REDWOOD CHESTNUT BROWN WHITE*

PRE-MIXED OR TINT PRE-MIXED OR TINT

TINT UP TO 22 COLORS TINT UP TO 22 COLORS
*Pre-Mix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