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er’s Palm Beach Black  

포터스 팜 비치 블랙 

 

 

제품 설명 : 

Porter’s Palm Beach Black 은 대부분 목재에 적합한 

수성 베이스의 색이 바래지 않는 블랙 스테인입니다. 

Palm Beach Black 은 안이 비치는 효과로 목재의 결을 

살려줍니다. 이 스테인은 가장 최고 품질의 외부용 UV 

저항의 염료로 만들어져 내수성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여줍니다. 

 

사용 장소 : 

내부 및 외부. 

 

환경 정보: 

Palm Beach Black 은  43.65g/L 의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대기 오염에 기여합니다). 

 

다음 설명은 APAS (Australian Paint Approval Scheme 

호주 페인트 승인 제도): 

 

매우 높음 >250g/L 

높음  >100 - 249 g/L 

보통  50 - 99 g/L 

낮음  5 - 49 g/L 

매우 낮음 <5 g/L 

 

이 제품은 Australian Paint Approval Scheme 에 의해서 

Low VOC(낮음)로 분류됩니다. 

 

Porter 's Paints 는 최상급 원재료만 사용하며 가능하면 

호주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합니다. 당사의 제조 

프로세스는 환경 및 사용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권장 사용 : 

정원 가구, 외부 합판, 물막이 판, 지붕 널 또는 내부 

가구 및 마루판에 사용하기에 우수합니다. 

 

색상 : 

반투명 검정. 

 

 

 

 

 

 

 

 

 

제약 : 

고습, 10 도씨 이하 또는 30 도씨 이상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갑판(데킹) 및 처리된 목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준비 : 

표면에 페인트, 기름때, 기름, 곰팡이 및 이전에한 

코팅이 없는 깨끗한 목재 표면이 드러나도록 샌딩을 

해야합니다. 목재는 건조가 되어있고 오염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이전에 도장이된 표면은 

칠하기전에 모든 페인트를 벗겨내고 목재 표면이 

드러나도록 완벽히 샌딩을 해야합니다. 

 

Palm Beach Black 을 외부용 목재에 사용할 경우 

브러시 박스, 블랙벗, 마호가니고무나무, 하드우드 

종류의 자연적으로 기름기있는 나무 또는 수지 얼룩이 

있는 경우에는 목재를 최소 3 개월 날씨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목재 표면 결이 숨을 쉬고 

표면의 기름이 건조됩니다. Palm Beach Black 은 

수성이기 때문에 흡수성의 기름기 없는 표면이 

필요합니다. 

 

외부 목재에 제품을 바르기전에 표면의 오염 또는 잔여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목재 클리너로 

세척하십시오(예를 들면 intergrain, Reviva 제품). 

제조사의 사용 방법 및 건조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만약에 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물방울 테스트를 

하십시오. 목재에 물방울을 떨어트렸을 때 흡수되지 

않고 방울이 맺힌다면 목재에 추가적인 풍화 또는 

세척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기가 표면에 흡수가 된다면 

제품을 바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 

사용전에 꼼꼼히 저어주십시오. 

 

Palm Beach Black 은 그늘에서 바르십시오. 브러시,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한 차례 결을 따라 고르게 

빠짐없이 발라줍니다. 나무결과 틈새에 색상이 



정착되도록 바른 후 3 분 이내에 깨끗하고 부드러운 

흡수성 천으로 과도한 페인트를 닦아줍니다. 필요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색을 칠해 색이 깊어 

지도록하십시오. 지촉 건조 30 분(위의 방법을 따를 시). 

두번째 코트를 바르기 전에 4 시간 건조 시키십시오. 그 

후 24 시간 건조합니다. 

 

추가적인 코트를 올려 더 깊은 색상 또는 불투명도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축적되면 마감에 균열이 

가거나 파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 

대략 15m sq./L 를 커버합니다. 표면의 질감, 다공성, 

낭비 페인트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무 

결이 열려있고 흡수성이 좋은 풍화 또는 오래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척:  

물. 

 

보완 제품 : 

적합한 실내 표면에는 Porter’s Clearcote(커버리지 15m 

sq./L)로 코팅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Clearcote 를 

바르기 전에 Palm Beach Black 을 72 시간 

건조하십시오. 약간의 색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팅하기 전에 테스트 하십시오. 

 

패키징 : 

1L, 4L, 10L 사이즈로 제공됩니다. 

 

보관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주의 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삼키지 

마십시오.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장시간 피부 

접촉을 피하십시오.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우발적인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물로 씻어 내십시오. 

사용전에 색상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