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er’s Chalk Emulsion  

포터스 초크 에멀젼 

 

 

제품 설명 : 

포터스 초크 에멀션은 가구 및 넓은 벽면을 칠하기위한 

장식용 무광택 피니시입니다. 굉장히 매트하며 초크와 

같고 부드러운 외관을 갖고있습니다. 초크 에멀션은 

사용이 굉장히 쉽고 대부분의 표면에 커버하기 쉽고 

셀프 프라이밍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초크 에멀션은 

가구 및 선반에 빈티지하고 우아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상적이며 Porter’s 의 다양한 특수 왁스 또는 

클리어 피니시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중고품 가게에서 값싼 가구, 액자나 거울 프레임, 

보관함 등을 구입하고 먼지를 닦아낸 후 초크 에멀션을 

페인트 캔에서 바로 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사용이 매우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당신의 창의력을 표현하고 

예술적인 측면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색상(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거나 사포로 

빈티지하게 할 수 있으며 물로 닦아내 워싱 효과를 낼 

수 도 있습니다(도장되지 않은 목재).  또한 페인팅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종류의 포터스 왁스로 앤티크 하게 

여려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장소 : 

실내. 

 

환경 정보 : 

이 제품은  20.07 - 31.66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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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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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이 안된 목재, 바니시 또는 페인트가 칠해진 가구, 

금속, 대부분의 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표면에 

적합합니다. 금속 및 플라스틱에는 먼저 작은 면적에 

테스트 해보고 24 시간을 건조 시킨 후 긁어서 

접착력을 확인합니다.  

 

색상 : 

포터스의 다양한 스탠다드 색상 중에서 선택하거나 

컬러리스트에게 커스텀 색상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제약 : 

초크 에멀션은 바닥 표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Porter’s Perfect Floor Paint 를 사용하십시오). 

 

고습 및 기온이 10 도씨 이하 또는 30 도씨 이상에서는 

작업하지 마십시오. 

 

준비 :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셀프 프라이밍이 되지만 때로는 

언더코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장이 안된 표면 : 

표면에 먼지, 기름때, 얼룩 등이 없도록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줍니다. 

 

이전에 도장이된 표면 : 

표면에 고광택 코팅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크 에멀션이 잘발리도록 가벼운 샌딩으로 

열쇠로 긁은 듯한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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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기름 또는 왁스로 마감이된 가구는 이전 코팅이 

모두 제거 되도록 벗겨내거나 샌딩을 해줘야합니다. 

 

어플리케이션 : 

사용전에 꼼꼼히 저어주십시오. 브러시, 스프레이 또는 

중간 두께의 롤러로 두번의 코팅을 해줍니다. 가구를 

칠할 때 브러시를 사용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촉 건조 30 분. 코팅 사이에 최소 2 시간을 

건조합니다. 마무리 후 6 시간을 건조합니다. 

 

코팅의 횟수는 선택 사항이며 3 번 또는 그 이상의 

코팅으로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번의 코팅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외관을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2 번의 코팅을 

권장합니다. 이 제품은 물을 섞어 묽게 할 수도 있고 

페인트 뚜껑을 열어 놓고 좀 더 걸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빈티지(distressed)한 외관을 만들 때 : 

빈티지한 외관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어떠한 결과물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크 에멀션 사이로 오래된 페인트가 보이는 

것을 원한다면 2 가지 색상의 페인트를 칠해야합니다. 

탑 코트 사이로  잘비치도록 베이스 코트를 밝은 

색상으로 선택하는것을 고려해보십시오. 만약에 문질러 

지워져 생 목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면 한번 또는 

두번만 코팅하십시오. 

 

또한 마무리 후 왁스를 바를 것인지 선택해야합니다. 

왁스를 바르게 되면 색상에 깊이가 더해집니다. 

 

초크 에멀션이 마른 후 사포 또는 스틸 울(steel wool)로 

페인트를 벗겨내 원하는 마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모서리, 

손길이 많이 닿는 곳 등을 벗겨내줍니다. 빈티지 마감을 

하기전에 먼저 연습과 테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니싱 : 

포터스 페인트에는 화려한 앤틱 마감을 만드는 

여러가지의 왁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투명한 왁스 

피니시를 원한다면 Porter’s Bee’s Wax 를 

사용하십시오. 화이트 앤틱 효과를 원한다면 Porter’s 

Lime Wax 를 사용하십시오 - Lime Wax 는 목재의 틈새 

또는 움푹 파인 곳에 하얀 잔류물을 남기게 되며 

조각하거나 섬세한 작업을한 목공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페인트에 훌륭한 빈티지 피니시를 줄 수 있는 

어두운 Porter’s Black Antique Wax 가 있습니다. 

포터스 왁스는 단독으로 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터스 왁스는 유니버설 틴터로 조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ime Wax 에 ‘Burnt Umber’ 

색소 몇 방울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왁스는 부드러운 

천 또는 고운 스틸 울로 발라주십시오. 시도할 수 있는 

피니시는 끝이 없습니다. 

 

커버리지 : 

대략 8m sq./L 이며 다공성, 표면의 질감 및 낭비되는 

페인트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척 : 

물. 

 

보완 제품 : 

Porter’s Black Antique Wax, Porter’s Bee’s Wax, 

Porter’s Lime Wax. 프리미엄 등급의 포터스 왁스 

폴리시는 최상급의 호주산 비즈 왁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패키징 : 

포터스 초크 에멀션은 500ml, 1L, 2L 사이즈로 

제공됩니다. 

 

보관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얼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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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