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er’s Concrete Wash 

포터스 콘크리트 워시 

 

 

제품 설명 : 

포터스 콘크리트 워시는 내부 콘크리트 바닥, 외부 

슬랩(slab), 콘크리트 보도 또는 포장용 콘크리트에 

은은한 컬러와 부드러운 외관을 주는 반투명의 

코팅입니다. 콘크리트 워시는 옅게 칠한 컬러를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의 질감을 살려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rter’s Clearcote 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워시가 서서히 마모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다시 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장소 : 

실내 및 외부. 

 

환경 정보 : 

포터스 페인트는 오직 최상의 품질의 원료만을 

사용하며 가능한 한 호주 공급자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우리의 제조 공정은 환경 및 사용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권장 사용 : 

콘크리트 바닥, 포장용 콘크리트, 슬랩, 폴리싱되거나 

거친 콘크리트(온전한 상태일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색상 : 

포터스 페인트의 다양한 색상 중에 선택하거나 

컬러리스트와 상담하여 커스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약 : 

차도 또는 주차장 지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코트를 올려 더 깊은 색상 또는 불투명도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축적되면 마감에 크랙이 

가거나 파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습, 10 도씨 이하 

또는 30 도씨 이상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준비 : 

표면은 제품의 접착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이물질, 

먼지, 기름, 곰팡이 및 오염물로부터 깨끗하고 잘유지된 

표면이어야합니다. 표면에 흙이 많이 묻어있거나 

접착제 또는 기름으로 오염되어있을 경우 작업 전에 

제트 워시로 세척하거나 에칭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종 

표면을 갈아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시멘트질의 표면은 양생된지 최소 30 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어플리케이션 : 

사용전에 꼼꼼히 저어주십시오. 포터스 콘크리트 

워시를 브러시로 발라주십시오. 더욱 은은한 효과를 

위해서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천으로 “래깅”(ragging-

뭉친 천으로 두드려 모양을 찍어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용량의 최대 10%까지 섞어 묽게 할 수 

있습니다. 지촉 건조 2 시간. 사용하기 전에 최소 

12 시간의 건조 시간을 두십시오. Porter’s Clearcote 를 

바르기 전에 최소 24 시간의 건조 시간을 두십시오. 

 

커버리지 : 

15-20m sq./L 를 커버하며 다공성, 표면의 질감, 

낭비되는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척 : 

물. 

 

보완 제품 : 

Porter’s Clearcote(커버리지 15m sq./L)로 콘크리트 

워시를 실링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Clearcote 를 

바르기전에 콘크리트 워시를 24-72 시간 건조하십시오. 

약간의 색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전에 테스트 

하십시오. 

 

패키징 : 

포터스 콘크리트 워시는 1L & 4L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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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