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라벨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및 

RAVOC(반응 조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급
LEED GOLD 인증 페인트 

제조 시설

금속 목재 건식벽 석조물

EVEREST®

EVEREST®

에베레스트가 타 제품보다 우수한 이유

내
부

용

무광(Flat), 벨벳광(Velvet), 계란광(Eggshell), 반광(Semi-Gloss) 

QT / GA

지촉건조 30-60분, 재칠 2-4시간 이후

* 건조시간은 온도, 습도 및 도막의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면의 상태 및 작업방법에 따라 QT당 약 10-12㎡

에베레스트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이므로 건조시간을 길게 가져야 합니다.

광도

용량

건조시간

도포면적

유의사항

* VOC가 없다는 것은 유기 용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타 성분의 잔류 성분으로 미량의 VOC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최고 VOC 함량 2g/L, ASTM 기준)

최고급 라인 제품으로 냄새가 적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없으며

자체 초벌 도장이 되는 100% 아크릴 페인트로서 고급 주거용 및 상업용

공사에 사용하는데 적합합니다. 도포가 쉬운 제품으로 은폐력, 얼룩

저항력 및 부착력이 매우 뛰어나고 물로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긁힘 저항성

에베레스트는 반복적인 긁힘에 대한 내구성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우월합니다. 

반복적인 세척에도 견디는 페인트는 원래의 모습을 보다 오래 유지합니다. 

긁힘 저항성 테스트 방법 : 페인트를 흑색 도표에 칠했습니다. 7일 동안 건조시킨 후, 도표를 마모 검사기에 넣고 표시된 반복

수만큼 반복했습니다. 흑색 배경이 완전히 노출되면 페인트 피막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EVEREST 무광 전국 유명 제품

200번 반복

EVEREST 무광 지역 유명 제품

200번 반복

처짐 저항성

에베레스트는 동일 광택 수준의 경쟁사 제품보다 처짐 저항성이 양호합니다. 

처짐 저항성이 뛰어나면 페인트가 건조한 후 무겁게 처지거나 드립 마크 없이 매끄럽고 

탄탄하며 균일하게 마감됩니다.

처짐 저항성 테스트 방법 : 특수 멀티 노치 애플리케이터로 테스트 도표에 페인트를 도포했습니다.(점점 더 배출량이 많아지

는 일련의 노치가 달린 드로우 다운 날). 드로다운 줄무늬가 가로로 가고, 사다리 가로대처럼 가장 얇은 스트라이프가 가장 

위로 가도록 하여 도표를 즉시 수직으로 매달았습니다. 그대로 말린 후, 드로우다운을 검사해 처짐 등급을 매겼습니다. 

(상단 스트라이프=4밀, 하단 스트라이프=24밀, 상단부터 하단까지 각 스트라이프는 도막 두께의 2밀 증가를 나타냄).

EVEREST 반광 전국 유명 제품 지역 유명 제품

최고급 내부용 페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