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er’s Stone Paints  

포터스 스톤 페인트 

 

 

제품 설명 : 

Porter’s Stone Paint 는 질감, 내구성 및 탁월한 색상 

변색 방지 기능으로 건축물 외관에 이상적입니다. 

Stone Paint 는 굉장히 매트하고 표면의 결점을 

숨겨주며 균일 한 마감 처리를 제공하는 매트 

페인트입니다. Stone Paint 는 “Fine” 또는 “Coarse”, 

두가지 종류의 질감이 있습니다. Stone Paint Fine 은 

대리석 가루가 들어있어 고운 돌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Stone Paint Coarse 는 선별된 석영조각이 들어있어 

시멘트 배깅과 같은 거친 질감을 줍니다. 이 제품은 

냄새가 적으며 UV, 먼지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장소 : 

실내 및 외부 

 

환경 정보 : 

이 제품은 조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5g/L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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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Low VOC(매우 낮음)로 분류됩니다. Stone Paint 

“Coarse” 레드 베이스는 Low VOC(낮음)입니다.  Stone 

Paint “Fine” 레드, 마젠타, 블랙 베이스는 Low 

VOC(낮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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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er’s Stone Paint 는 EcospecifierTM 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Green Star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cospecifier.com.au 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사용 : 

잘준비된 석고보드, 플라스터, 목재, 석조 및 이전에 

페인트 칠이된 표면에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 : 

포터스 페인트의 다양한 색상 중에 선택하거나 

컬러리스트와 상담하여 커스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약 :  

고습 및 10 도씨 이하 또는 30 도씨 이상의 환경에서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준비 : 

새로운/칠이 안된 표면: 

표면은 이물질, 흙, 기름기 및 곰팡이가없는 깨끗하고 

잘 유지 된 표면이어야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먼지를 털어 내십시오.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석고 보드 시트, 렌더, 벽돌과 

같은 표면에 있는 조인트와 보수된 부분을 먼저 

Porter’s Limeproof Undercoat 로 부분 프라임을 하고 

건조가 되면 같은 언더코트를 전체 면적에 2 번 

올려줍니다. 지촉건조 2 시간. 코트 당 6 시간 이상의 

건조 시간을 주십시오. 

 

페인트 칠이 안된 갓 만들어진 플라스터에는 

플라스터가 완전히 굳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Porter’s Mineral Silicate 

Primer 를 붓이나 롤러로 1 차례 발라줍니다. 지촉 

건조는 20 분이며 2 시간 이상의 건조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Porter’s Limeproof Undercoat Sealer 를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발라줍니다. 지촉건조는 

2 시간이며 6 시간 이상을 건조시킵니다. 

 

이미 칠이된 표면 : 

이전에 페인트 칠을한 표면이 깨끗하고 온전하다면 

Stone Paint 의 셀프 프라이밍 기능으로 바로 칠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일 베이스 또는 폴리우레탄의 경우 

제외). 고광의 페인트 또는 바니시 위에 칠하기전에 

샌딩을 통해 광을 제거해줘야며 열쇠로 긁은 듯한 

표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페인트칠이된 표면에 

느슨하거나 벗겨지고 가루가 생기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스크래이핑을 통해 표면을 완전하게 

해줘야합니다. 못자국이나 크랙은 적합한 필러를 

사용해 매꾼 후 샌딩과 먼지를 털어줌으로 

마무리합니다. Limeproof Undercoat Sealer 로 모든 

보수된 곳과 조인트에 부분 프라임을 먼저 한 후 

건조합니다. 그 후에 전체 지역에 Limeproof Undercoat 

Sealer 를 발라줍니다. 지촉건조는 2 시간이며 최소 

6 시간을 건조시킵니다. 

 

모든 바니시, 폴리우레탄 또는 오일 베이스의 페인트로 

칠해진 곳은 철저한 샌딩으로 광을 제거하고 열쇠로 

긁은 듯한 표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페인트칠이된 

표면에 느슨하거나 벗겨지고 가루가 생기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스크래이핑을 통해 표면을 완전하게 

해줘야합니다. 못자국이나 크랙은 적합한 필러를 

사용해 매꾼 후 샌딩과 먼지를 털어줌으로 

마무리합니다. Porter’s Universal Primer 로 모든 보수된 

곳과 조인트에 부분 프라임을 먼저 한 후 건조합니다. 

그 후에 전체 지역에 Limeproof Undercoat Sealer 를 

발라줍니다. 지촉건조는 2 시간이며 최소 6 시간을 

코트간 건조시킵니다. 그 후 24 시간 건조시킵니다. 

 

어플리케이션 : 

사용전에 꼼꼼히 저어주십시오. 브러시로 두번의 

코팅을 합니다. Stone Paint “Fine”의 경우에만 중간 

두께의 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시멘트와 같은 외관을 원한다면 라임 워시 브러시로 

다방향으로 붓질을 해줍니다. 지촉건조 1 시간. 

코트간에 최소 2 시간의 건조 시간을 줍니다. 6 시간을 

건조합니다. 결과물에 롤러 자국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Stone Paint “Coarse”에 롤러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커버리지(1 회 기준) : 

대략 10m sq./L. 표면의 질감, 다공성, 낭비 페인트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척 : 

물. 

 

보완 제품 : 

Porter’s Limeproof Undercoat Sealer(커버리지 12m 

sq./ L) 페인트칠 전 표면에 언더코트/프라이머가 

필요할 경우에 권장합니다. 

 

Porter’s Universal Primer (커버리지 10m sq./L). 

 

패키징 : 

Porter’s Stone Paint 는 1L, 4L, 10L, 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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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 전에 색상을 확인하십시오. 

 

보증 : 

15 년 보증: Porter’s Stone Paint 는 명시된 지침에 따라 

작업할 경우 15 년간 벗겨짐, 플레이킹, 블리스터링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이 보증은 주거용으로만 적용되며 

Porter’s Stone Paint 에 명시되지 않은 코팅이나 표면이 

손상된 경우, Porter 's Paints Stone Paint 를 칠하기 

이전에 적용된 코팅의 파손으로 인한 페인트 불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명시된데로 되지않는다면 

제품을 무료로 교체해드립니다. 

 

상기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15 년간 적용됩니다. 

보증서에 따라 청구하려면 표시된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Porter 's Paints 에 연락하여 청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귀하는 구매 증빙을 제시하고 

청구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보증의 혜택은 해당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 및 구제 

수단에 추가됩니다. 

 

우리의 제품은 호주 소비자 법 하에서 배제 될 수없는 

보증입니다. 귀하는 제품 불량에 대한 대체 또는 환불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미치고 불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정직하며 이 제품의 공급에 

묵시적 조건 또는 보증은 없습니다. 제조 업체의 보증은 

제품 교체에만 한정되며 준비작업 또는 어플리케이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