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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Tip
울트라데크의 
250ml 샘플을 
구입하여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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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설명 용도 광도 준비제품 도구 코팅횟수 건조시간 샌딩 도포면적 (m2/L) 세척 용량

IN
TE

R
IO

R

FLOORING

UltraFloor 상업용 강도의 내구성이 좋고 투명한 수성 목재 바닥 마감재.                                                        
목재 자연의 색상을 보존하고 오일 베이스의 마감재와 달리 어두워지거나 황변이 없음.

목재 바닥, 계단, 조각 나무 세공(바닥) Gloss
Satin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롤러 
(8-10mm nap)

3 재코팅: 4시간

가벼운 마찰이 있는 곳: 12시간

일반적 마찰이 있는 곳: 72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0–12 물 1L, 4L, 
10L

CLEARS

UltraClear  
Interior

내부 목재용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수성 무황변 실내용 클리어 마감재. 
조색을 통해 스테인 겸 바니쉬로 목재에 색상을 더하며, 내구성 있는 보호성 탑코트 제공

문, 창문, 가구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브러쉬 또는 

스프레이

2–3 재코팅: 3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2–14 물 1L, 4L

UltraSeal 목재 바닥 및 나무 세공 바닥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살려주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 실러.                     
변색이 없고 고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

목재 바닥, 조각 나무 세공 없음 적합한 나무톤의 퍼티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10mm nap 

마이크로 파인 

롤러

1 재코팅: 2시간 샌딩 필요없음. 결이 올라오면 

첫번째 탑코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고운 사포로 샌딩

10–12 물 4L

EX
TE

R
IO

R

EXTERIOR TIMBER 

UltraDeck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의 오일.                                                               
나뭇결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풍화되며, 크랙, 블리스터링 및 벗겨짐 걱정이 없음.

데크, 창틀,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펜스 및 레일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High Satin

리바이바로 모든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 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10–14 물 250ml, 
1L, 4L, 
10L

Nature’s  
Timber Oil

텅 오일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원에서 95%의 재료를 가져오는 천연 오일.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오일 마감을 만들어냄.

데크, 통로, 난간, 정원 가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 

참고: 2번째 코팅을 바르고 30

분 뒤에 과한 표면 오일을 닦은 

뒤 건조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12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없음 6–10 뜨거운 물,  

비눗물

1L, 4L, 
10L

SlipResistant 
Decking Oil

슬립 레지스턴트 데킹 오일에 울트라그립이 추가되어 미묘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되어             
갑판 및 목재 통로가 젖을 때 미끄러짐 감소.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아주 가벼운 마찰: 2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4 물 4L, 10L

NaturalStain 오래가고 뛰어난 내구성의 반투명 수성 스테인.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소나무 목재의 색상을 바꾸고 복원하는 데 이상적.

데크 웨더보드, 창틀, 셔터,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to  
Low Sheen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2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6–12 물 250ml, 
1L, 4L, 
10L

DWD 오래가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음. 가볍게 착색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만드는 목재 코팅.            
반드시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작업해야함.

문, 창문, 데크, 웨더보드, 퍼걸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Low Sheen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Step 1: 리바이바로 세척 
Step 2: 디멘션 4 울트라 프라이머로 프라이밍
Step 3: DWD로 최소 3회 코팅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패드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거친 톱질 목재 : 4–8

톱질 목재: 8–12

재단 목재: 12–14

물 1L, 4L, 
10L

UltraClear  
Exterior

강하고 투명한 해수 등급의 수성 목재 마감재로 풍화와 자외선 차단에 탁월한 보호 기능 제공.     
오일 기반 코팅처럼 황변이 일어나지 않음.

문, 창틀, 트림 등의 외부용 목재. 외부 문 또는 외부 창틀 안쪽 사용 가능.                       

스테인의 새틴 또는 글로스 마감재로 사용 가능. 데크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Matt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2 물 1L, 4L, 
10L

UltraGrip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사용하는 고성능, 오래가는, 질감을 주는 
미끄럼 방지 첨가제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에 사용하는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에 첨가.        

계단에 사용하는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울트라플로어,  

DWD의 건조시간 참고

필요 없음 없음 물 200g, 
500g

PR
EP

A
R
A
TI
O
N

TIMBER CLEANERS & PREPARATION PRODUCTS

PowerPrep 외부의 오래된, 풍화된, 클리어 또는 반투명의 마감재 및 실러를 벗겨내는 강력한 고강도의 액체 
리무버. 새 목재의 풍화과정을 생략하려면 리바이바와 함께 사용 가능.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긴자루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파워프렙을 목재에 도포한 후 10-15

분 방치. 필요 시 그 사이에 파워프렙을 

추가하십시오.  파워프렙이 표면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 1L의 파워프렙으로 

약 4–6m2 커버

물 1L, 4L, 
10L

Reviva 목재의 복원, 세척 및 준비를 위한 고강도 목재 클리너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심한 얼룩 및 

탄닌이 풍부한 목재는 더욱 강한 

작업 또는 재작업 필요

없음 없음 1L의 농축액을 4L

의 물과 희석하면 약 

5–10m2 커버 

Water 1L, 4L, 
10L

Vertical Timber 
Cleaner

수직 표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강도의 목재 준비 제품 병풍, 문, 펜스 및 클래딩 등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없음 없음 10 물 1L, 10L

Liquid 8 Timber 
Stripper

빠른 효과, 쉬운 사용의 젤 타입의 수성 목재 마감재 및 페인트 리무버 모든 실내/외 목재, 금속, 벽돌, 석재 표면 없음 없음 브러쉬 1번의 두꺼운 코팅 (잘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2번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15 - 20분의 화학반응 시간 없음 평평한 표면에 2mm

두께로 도포 시  4–6m2 

커버

물 1L, 4L

TSS Mould 
Preventer

습한, 열대 기후의 곰팡이에 취약한 실내/외 목재, 페인트 칠한 표면의 전 처리제 모든 내/외부 목재, 깨끗하고 새로운 또는 페인트 칠이 된 표면.                                      

곰팡이에 취약하거나 이미 곰팡이에 오염된 곳.

없음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 수성 제품을 도포 전 최소 4시간 건조.  

유성일 경우 최소 24시간 건조

필요 없음 목재의 다공성에 따라 

약 2-10m2 커버

물 1L, 4L

Dimension 4 
UltraPrimer

DWD에 프라이머로 사용하는 목재 안정 전처리제. 크랙, 쪼개짐, 얼룩을 방지하여 목재 수명 연장. 깨끗한, 새로운, 낡은 목재, 웨더보드, 창틀, 데크, 퍼걸러 및 목재 구조물 등의 모든 외부 목재 없음 리바이바로 모든 맨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번의 두꺼운 코팅 또는 2번의 

wet-on-wet 코팅.

재코팅: 4시간 필요 없음 거친 톱질 목재: 2–5

톱질 목재: 5–7

재단 목재: 7–10

물 1L, 4L, 
10L

Woodblend 실내/외 수성 우드필러로 우수한 외부 내구성과 최소한의 수축성.                                                
섞을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음.

웨더보드, 데크, 바닥 및 가구 등의 모든 실내/외 목재 표면 없음 없음 퍼티 나이프 10mm 까지 깊은 구멍을 메움 깊은 구멍일 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음 없음 물 180g, 
800g



제품명 제품설명 용도 광도 준비제품 도구 코팅횟수 건조시간 샌딩 도포면적 (m2/L) 세척 용량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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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FLOORING

UltraFloor 상업용 강도의 내구성이 좋고 투명한 수성 목재 바닥 마감재.                                                        
목재 자연의 색상을 보존하고 오일 베이스의 마감재와 달리 어두워지거나 황변이 없음.

목재 바닥, 계단, 조각 나무 세공(바닥) Gloss
Satin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롤러 
(8-10mm nap)

3 재코팅: 4시간

가벼운 마찰이 있는 곳: 12시간

일반적 마찰이 있는 곳: 72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0–12 물 1L, 4L, 
10L

CLEARS

UltraClear  
Interior

내부 목재용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수성 무황변 실내용 클리어 마감재. 
조색을 통해 스테인 겸 바니쉬로 목재에 색상을 더하며, 내구성 있는 보호성 탑코트 제공

문, 창문, 가구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브러쉬 또는 

스프레이

2–3 재코팅: 3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2–14 물 1L, 4L

UltraSeal 목재 바닥 및 나무 세공 바닥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살려주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 실러.                     
변색이 없고 고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

목재 바닥, 조각 나무 세공 없음 적합한 나무톤의 퍼티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10mm nap 

마이크로 파인 

롤러

1 재코팅: 2시간 샌딩 필요없음. 결이 올라오면 

첫번째 탑코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고운 사포로 샌딩

10–12 물 4L

EX
TE

R
IO

R

EXTERIOR TIMBER 

UltraDeck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의 오일.                                                               
나뭇결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풍화되며, 크랙, 블리스터링 및 벗겨짐 걱정이 없음.

데크, 창틀,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펜스 및 레일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High Satin

리바이바로 모든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 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10–14 물 250ml, 
1L, 4L, 
10L

Nature’s  
Timber Oil

텅 오일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원에서 95%의 재료를 가져오는 천연 오일.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오일 마감을 만들어냄.

데크, 통로, 난간, 정원 가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 

참고: 2번째 코팅을 바르고 30

분 뒤에 과한 표면 오일을 닦은 

뒤 건조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12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없음 6–10 뜨거운 물,  

비눗물

1L, 4L, 
10L

SlipResistant 
Decking Oil

슬립 레지스턴트 데킹 오일에 울트라그립이 추가되어 미묘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되어             
갑판 및 목재 통로가 젖을 때 미끄러짐 감소.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아주 가벼운 마찰: 2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4 물 4L, 10L

NaturalStain 오래가고 뛰어난 내구성의 반투명 수성 스테인.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소나무 목재의 색상을 바꾸고 복원하는 데 이상적.

데크 웨더보드, 창틀, 셔터,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to  
Low Sheen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2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6–12 물 250ml, 
1L, 4L, 
10L

DWD 오래가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음. 가볍게 착색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만드는 목재 코팅.            
반드시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작업해야함.

문, 창문, 데크, 웨더보드, 퍼걸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Low Sheen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Step 1: 리바이바로 세척 
Step 2: 디멘션 4 울트라 프라이머로 프라이밍
Step 3: DWD로 최소 3회 코팅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패드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거친 톱질 목재 : 4–8

톱질 목재: 8–12

재단 목재: 12–14

물 1L, 4L, 
10L

UltraClear  
Exterior

강하고 투명한 해수 등급의 수성 목재 마감재로 풍화와 자외선 차단에 탁월한 보호 기능 제공.     
오일 기반 코팅처럼 황변이 일어나지 않음.

문, 창틀, 트림 등의 외부용 목재. 외부 문 또는 외부 창틀 안쪽 사용 가능.                       

스테인의 새틴 또는 글로스 마감재로 사용 가능. 데크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Matt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2 물 1L, 4L, 
10L

UltraGrip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사용하는 고성능, 오래가는, 질감을 주는 
미끄럼 방지 첨가제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에 사용하는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에 첨가.        

계단에 사용하는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울트라플로어,  

DWD의 건조시간 참고

필요 없음 없음 물 200g, 
500g

PR
EP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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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 CLEANERS & PREPARATION PRODUCTS

PowerPrep 외부의 오래된, 풍화된, 클리어 또는 반투명의 마감재 및 실러를 벗겨내는 강력한 고강도의 액체 
리무버. 새 목재의 풍화과정을 생략하려면 리바이바와 함께 사용 가능.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긴자루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파워프렙을 목재에 도포한 후 10-15

분 방치. 필요 시 그 사이에 파워프렙을 

추가하십시오.  파워프렙이 표면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 1L의 파워프렙으로 

약 4–6m2 커버

물 1L, 4L, 
10L

Reviva 목재의 복원, 세척 및 준비를 위한 고강도 목재 클리너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심한 얼룩 및 

탄닌이 풍부한 목재는 더욱 강한 

작업 또는 재작업 필요

없음 없음 1L의 농축액을 4L

의 물과 희석하면 약 

5–10m2 커버 

Water 1L, 4L, 
10L

Vertical Timber 
Cleaner

수직 표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강도의 목재 준비 제품 병풍, 문, 펜스 및 클래딩 등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없음 없음 10 물 1L, 10L

Liquid 8 Timber 
Stripper

빠른 효과, 쉬운 사용의 젤 타입의 수성 목재 마감재 및 페인트 리무버 모든 실내/외 목재, 금속, 벽돌, 석재 표면 없음 없음 브러쉬 1번의 두꺼운 코팅 (잘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2번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15 - 20분의 화학반응 시간 없음 평평한 표면에 2mm

두께로 도포 시  4–6m2 

커버

물 1L, 4L

TSS Mould 
Preventer

습한, 열대 기후의 곰팡이에 취약한 실내/외 목재, 페인트 칠한 표면의 전 처리제 모든 내/외부 목재, 깨끗하고 새로운 또는 페인트 칠이 된 표면.                                      

곰팡이에 취약하거나 이미 곰팡이에 오염된 곳.

없음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 수성 제품을 도포 전 최소 4시간 건조.  

유성일 경우 최소 24시간 건조

필요 없음 목재의 다공성에 따라 

약 2-10m2 커버

물 1L, 4L

Dimension 4 
UltraPrimer

DWD에 프라이머로 사용하는 목재 안정 전처리제. 크랙, 쪼개짐, 얼룩을 방지하여 목재 수명 연장. 깨끗한, 새로운, 낡은 목재, 웨더보드, 창틀, 데크, 퍼걸러 및 목재 구조물 등의 모든 외부 목재 없음 리바이바로 모든 맨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번의 두꺼운 코팅 또는 2번의 

wet-on-wet 코팅.

재코팅: 4시간 필요 없음 거친 톱질 목재: 2–5

톱질 목재: 5–7

재단 목재: 7–10

물 1L, 4L, 
10L

Woodblend 실내/외 수성 우드필러로 우수한 외부 내구성과 최소한의 수축성.                                                
섞을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음.

웨더보드, 데크, 바닥 및 가구 등의 모든 실내/외 목재 표면 없음 없음 퍼티 나이프 10mm 까지 깊은 구멍을 메움 깊은 구멍일 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음 없음 물 180g, 
800g

제품명 제품설명 용도 광도 준비제품 도구 코팅횟수 건조시간 샌딩 도포면적 (m2/L) 세척 용량
IN

TE
R
IO

R

FLOORING

UltraFloor 상업용 강도의 내구성이 좋고 투명한 수성 목재 바닥 마감재.                                                        
목재 자연의 색상을 보존하고 오일 베이스의 마감재와 달리 어두워지거나 황변이 없음.

목재 바닥, 계단, 조각 나무 세공(바닥) Gloss
Satin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롤러 
(8-10mm nap)

3 재코팅: 4시간

가벼운 마찰이 있는 곳: 12시간

일반적 마찰이 있는 곳: 72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0–12 물 1L, 4L, 
10L

CLEARS

UltraClear  
Interior

내부 목재용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수성 무황변 실내용 클리어 마감재. 
조색을 통해 스테인 겸 바니쉬로 목재에 색상을 더하며, 내구성 있는 보호성 탑코트 제공

문, 창문, 가구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브러쉬 또는 

스프레이

2–3 재코팅: 3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2–14 물 1L, 4L

UltraSeal 목재 바닥 및 나무 세공 바닥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살려주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 실러.                     
변색이 없고 고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

목재 바닥, 조각 나무 세공 없음 적합한 나무톤의 퍼티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10mm nap 

마이크로 파인 

롤러

1 재코팅: 2시간 샌딩 필요없음. 결이 올라오면 

첫번째 탑코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고운 사포로 샌딩

10–12 물 4L

EX
TE

R
IO

R

EXTERIOR TIMBER 

UltraDeck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의 오일.                                                               
나뭇결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풍화되며, 크랙, 블리스터링 및 벗겨짐 걱정이 없음.

데크, 창틀,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펜스 및 레일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High Satin

리바이바로 모든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 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10–14 물 250ml, 
1L, 4L, 
10L

Nature’s  
Timber Oil

텅 오일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원에서 95%의 재료를 가져오는 천연 오일.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오일 마감을 만들어냄.

데크, 통로, 난간, 정원 가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 

참고: 2번째 코팅을 바르고 30

분 뒤에 과한 표면 오일을 닦은 

뒤 건조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12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없음 6–10 뜨거운 물,  

비눗물

1L, 4L, 
10L

SlipResistant 
Decking Oil

슬립 레지스턴트 데킹 오일에 울트라그립이 추가되어 미묘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되어             
갑판 및 목재 통로가 젖을 때 미끄러짐 감소.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아주 가벼운 마찰: 2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4 물 4L, 10L

NaturalStain 오래가고 뛰어난 내구성의 반투명 수성 스테인.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소나무 목재의 색상을 바꾸고 복원하는 데 이상적.

데크 웨더보드, 창틀, 셔터,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to  
Low Sheen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2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6–12 물 250ml, 
1L, 4L, 
10L

DWD 오래가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음. 가볍게 착색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만드는 목재 코팅.            
반드시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작업해야함.

문, 창문, 데크, 웨더보드, 퍼걸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Low Sheen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Step 1: 리바이바로 세척 
Step 2: 디멘션 4 울트라 프라이머로 프라이밍
Step 3: DWD로 최소 3회 코팅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패드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거친 톱질 목재 : 4–8

톱질 목재: 8–12

재단 목재: 12–14

물 1L, 4L, 
10L

UltraClear  
Exterior

강하고 투명한 해수 등급의 수성 목재 마감재로 풍화와 자외선 차단에 탁월한 보호 기능 제공.     
오일 기반 코팅처럼 황변이 일어나지 않음.

문, 창틀, 트림 등의 외부용 목재. 외부 문 또는 외부 창틀 안쪽 사용 가능.                       

스테인의 새틴 또는 글로스 마감재로 사용 가능. 데크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Matt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2 물 1L, 4L, 
10L

UltraGrip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사용하는 고성능, 오래가는, 질감을 주는 
미끄럼 방지 첨가제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에 사용하는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에 첨가.        

계단에 사용하는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울트라플로어,  

DWD의 건조시간 참고

필요 없음 없음 물 200g, 
500g

PR
EP

A
R
A
TI
O
N

TIMBER CLEANERS & PREPARATION PRODUCTS

PowerPrep 외부의 오래된, 풍화된, 클리어 또는 반투명의 마감재 및 실러를 벗겨내는 강력한 고강도의 액체 
리무버. 새 목재의 풍화과정을 생략하려면 리바이바와 함께 사용 가능.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긴자루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파워프렙을 목재에 도포한 후 10-15

분 방치. 필요 시 그 사이에 파워프렙을 

추가하십시오.  파워프렙이 표면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 1L의 파워프렙으로 

약 4–6m2 커버

물 1L, 4L, 
10L

Reviva 목재의 복원, 세척 및 준비를 위한 고강도 목재 클리너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심한 얼룩 및 

탄닌이 풍부한 목재는 더욱 강한 

작업 또는 재작업 필요

없음 없음 1L의 농축액을 4L

의 물과 희석하면 약 

5–10m2 커버 

Water 1L, 4L, 
10L

Vertical Timber 
Cleaner

수직 표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강도의 목재 준비 제품 병풍, 문, 펜스 및 클래딩 등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없음 없음 10 물 1L, 10L

Liquid 8 Timber 
Stripper

빠른 효과, 쉬운 사용의 젤 타입의 수성 목재 마감재 및 페인트 리무버 모든 실내/외 목재, 금속, 벽돌, 석재 표면 없음 없음 브러쉬 1번의 두꺼운 코팅 (잘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2번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15 - 20분의 화학반응 시간 없음 평평한 표면에 2mm

두께로 도포 시  4–6m2 

커버

물 1L, 4L

TSS Mould 
Preventer

습한, 열대 기후의 곰팡이에 취약한 실내/외 목재, 페인트 칠한 표면의 전 처리제 모든 내/외부 목재, 깨끗하고 새로운 또는 페인트 칠이 된 표면.                                      

곰팡이에 취약하거나 이미 곰팡이에 오염된 곳.

없음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 수성 제품을 도포 전 최소 4시간 건조.  

유성일 경우 최소 24시간 건조

필요 없음 목재의 다공성에 따라 

약 2-10m2 커버

물 1L, 4L

Dimension 4 
UltraPrimer

DWD에 프라이머로 사용하는 목재 안정 전처리제. 크랙, 쪼개짐, 얼룩을 방지하여 목재 수명 연장. 깨끗한, 새로운, 낡은 목재, 웨더보드, 창틀, 데크, 퍼걸러 및 목재 구조물 등의 모든 외부 목재 없음 리바이바로 모든 맨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번의 두꺼운 코팅 또는 2번의 

wet-on-wet 코팅.

재코팅: 4시간 필요 없음 거친 톱질 목재: 2–5

톱질 목재: 5–7

재단 목재: 7–10

물 1L, 4L, 
10L

Woodblend 실내/외 수성 우드필러로 우수한 외부 내구성과 최소한의 수축성.                                                
섞을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음.

웨더보드, 데크, 바닥 및 가구 등의 모든 실내/외 목재 표면 없음 없음 퍼티 나이프 10mm 까지 깊은 구멍을 메움 깊은 구멍일 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음 없음 물 180g, 
800g



제품명 제품설명 용도 광도 준비제품 도구 코팅횟수 건조시간 샌딩 도포면적 (m2/L) 세척 용량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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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FLOORING

UltraFloor 상업용 강도의 내구성이 좋고 투명한 수성 목재 바닥 마감재.                                                        
목재 자연의 색상을 보존하고 오일 베이스의 마감재와 달리 어두워지거나 황변이 없음.

목재 바닥, 계단, 조각 나무 세공(바닥) Gloss
Satin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롤러 
(8-10mm nap)

3 재코팅: 4시간

가벼운 마찰이 있는 곳: 12시간

일반적 마찰이 있는 곳: 72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0–12 물 1L, 4L, 
10L

CLEARS

UltraClear  
Interior

내부 목재용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수성 무황변 실내용 클리어 마감재. 
조색을 통해 스테인 겸 바니쉬로 목재에 색상을 더하며, 내구성 있는 보호성 탑코트 제공

문, 창문, 가구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브러쉬 또는 

스프레이

2–3 재코팅: 3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2–14 물 1L, 4L

UltraSeal 목재 바닥 및 나무 세공 바닥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살려주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 실러.                     
변색이 없고 고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

목재 바닥, 조각 나무 세공 없음 적합한 나무톤의 퍼티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10mm nap 

마이크로 파인 

롤러

1 재코팅: 2시간 샌딩 필요없음. 결이 올라오면 

첫번째 탑코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고운 사포로 샌딩

10–12 물 4L

EX
TE

R
IO

R

EXTERIOR TIMBER 

UltraDeck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의 오일.                                                               
나뭇결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풍화되며, 크랙, 블리스터링 및 벗겨짐 걱정이 없음.

데크, 창틀,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펜스 및 레일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High Satin

리바이바로 모든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 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10–14 물 250ml, 
1L, 4L, 
10L

Nature’s  
Timber Oil

텅 오일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원에서 95%의 재료를 가져오는 천연 오일.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오일 마감을 만들어냄.

데크, 통로, 난간, 정원 가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 

참고: 2번째 코팅을 바르고 30

분 뒤에 과한 표면 오일을 닦은 

뒤 건조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12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없음 6–10 뜨거운 물,  

비눗물

1L, 4L, 
10L

SlipResistant 
Decking Oil

슬립 레지스턴트 데킹 오일에 울트라그립이 추가되어 미묘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되어             
갑판 및 목재 통로가 젖을 때 미끄러짐 감소.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아주 가벼운 마찰: 2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4 물 4L, 10L

NaturalStain 오래가고 뛰어난 내구성의 반투명 수성 스테인.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소나무 목재의 색상을 바꾸고 복원하는 데 이상적.

데크 웨더보드, 창틀, 셔터,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to  
Low Sheen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2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6–12 물 250ml, 
1L, 4L, 
10L

DWD 오래가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음. 가볍게 착색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만드는 목재 코팅.            
반드시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작업해야함.

문, 창문, 데크, 웨더보드, 퍼걸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Low Sheen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Step 1: 리바이바로 세척 
Step 2: 디멘션 4 울트라 프라이머로 프라이밍
Step 3: DWD로 최소 3회 코팅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패드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거친 톱질 목재 : 4–8

톱질 목재: 8–12

재단 목재: 12–14

물 1L, 4L, 
10L

UltraClear  
Exterior

강하고 투명한 해수 등급의 수성 목재 마감재로 풍화와 자외선 차단에 탁월한 보호 기능 제공.     
오일 기반 코팅처럼 황변이 일어나지 않음.

문, 창틀, 트림 등의 외부용 목재. 외부 문 또는 외부 창틀 안쪽 사용 가능.                       

스테인의 새틴 또는 글로스 마감재로 사용 가능. 데크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Matt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2 물 1L, 4L, 
10L

UltraGrip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사용하는 고성능, 오래가는, 질감을 주는 
미끄럼 방지 첨가제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에 사용하는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에 첨가.        

계단에 사용하는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울트라플로어,  

DWD의 건조시간 참고

필요 없음 없음 물 200g, 
500g

PR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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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 CLEANERS & PREPARATION PRODUCTS

PowerPrep 외부의 오래된, 풍화된, 클리어 또는 반투명의 마감재 및 실러를 벗겨내는 강력한 고강도의 액체 
리무버. 새 목재의 풍화과정을 생략하려면 리바이바와 함께 사용 가능.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긴자루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파워프렙을 목재에 도포한 후 10-15

분 방치. 필요 시 그 사이에 파워프렙을 

추가하십시오.  파워프렙이 표면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 1L의 파워프렙으로 

약 4–6m2 커버

물 1L, 4L, 
10L

Reviva 목재의 복원, 세척 및 준비를 위한 고강도 목재 클리너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심한 얼룩 및 

탄닌이 풍부한 목재는 더욱 강한 

작업 또는 재작업 필요

없음 없음 1L의 농축액을 4L

의 물과 희석하면 약 

5–10m2 커버 

Water 1L, 4L, 
10L

Vertical Timber 
Cleaner

수직 표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강도의 목재 준비 제품 병풍, 문, 펜스 및 클래딩 등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없음 없음 10 물 1L, 10L

Liquid 8 Timber 
Stripper

빠른 효과, 쉬운 사용의 젤 타입의 수성 목재 마감재 및 페인트 리무버 모든 실내/외 목재, 금속, 벽돌, 석재 표면 없음 없음 브러쉬 1번의 두꺼운 코팅 (잘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2번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15 - 20분의 화학반응 시간 없음 평평한 표면에 2mm

두께로 도포 시  4–6m2 

커버

물 1L, 4L

TSS Mould 
Preventer

습한, 열대 기후의 곰팡이에 취약한 실내/외 목재, 페인트 칠한 표면의 전 처리제 모든 내/외부 목재, 깨끗하고 새로운 또는 페인트 칠이 된 표면.                                      

곰팡이에 취약하거나 이미 곰팡이에 오염된 곳.

없음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 수성 제품을 도포 전 최소 4시간 건조.  

유성일 경우 최소 24시간 건조

필요 없음 목재의 다공성에 따라 

약 2-10m2 커버

물 1L, 4L

Dimension 4 
UltraPrimer

DWD에 프라이머로 사용하는 목재 안정 전처리제. 크랙, 쪼개짐, 얼룩을 방지하여 목재 수명 연장. 깨끗한, 새로운, 낡은 목재, 웨더보드, 창틀, 데크, 퍼걸러 및 목재 구조물 등의 모든 외부 목재 없음 리바이바로 모든 맨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번의 두꺼운 코팅 또는 2번의 

wet-on-wet 코팅.

재코팅: 4시간 필요 없음 거친 톱질 목재: 2–5

톱질 목재: 5–7

재단 목재: 7–10

물 1L, 4L, 
10L

Woodblend 실내/외 수성 우드필러로 우수한 외부 내구성과 최소한의 수축성.                                                
섞을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음.

웨더보드, 데크, 바닥 및 가구 등의 모든 실내/외 목재 표면 없음 없음 퍼티 나이프 10mm 까지 깊은 구멍을 메움 깊은 구멍일 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음 없음 물 180g, 
800g

제품명 제품설명 용도 광도 준비제품 도구 코팅횟수 건조시간 샌딩 도포면적 (m2/L) 세척 용량

IN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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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R

FLOORING

UltraFloor 상업용 강도의 내구성이 좋고 투명한 수성 목재 바닥 마감재.                                                        
목재 자연의 색상을 보존하고 오일 베이스의 마감재와 달리 어두워지거나 황변이 없음.

목재 바닥, 계단, 조각 나무 세공(바닥) Gloss
Satin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롤러 
(8-10mm nap)

3 재코팅: 4시간

가벼운 마찰이 있는 곳: 12시간

일반적 마찰이 있는 곳: 72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0–12 물 1L, 4L, 
10L

CLEARS

UltraClear  
Interior

내부 목재용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수성 무황변 실내용 클리어 마감재. 
조색을 통해 스테인 겸 바니쉬로 목재에 색상을 더하며, 내구성 있는 보호성 탑코트 제공

문, 창문, 가구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브러쉬 또는 

스프레이

2–3 재코팅: 3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2–14 물 1L, 4L

UltraSeal 목재 바닥 및 나무 세공 바닥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살려주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 실러.                     
변색이 없고 고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

목재 바닥, 조각 나무 세공 없음 적합한 나무톤의 퍼티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10mm nap 

마이크로 파인 

롤러

1 재코팅: 2시간 샌딩 필요없음. 결이 올라오면 

첫번째 탑코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고운 사포로 샌딩

10–12 물 4L

EX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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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TIMBER 

UltraDeck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의 오일.                                                               
나뭇결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풍화되며, 크랙, 블리스터링 및 벗겨짐 걱정이 없음.

데크, 창틀,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펜스 및 레일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High Satin

리바이바로 모든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 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10–14 물 250ml, 
1L, 4L, 
10L

Nature’s  
Timber Oil

텅 오일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원에서 95%의 재료를 가져오는 천연 오일.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오일 마감을 만들어냄.

데크, 통로, 난간, 정원 가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 

참고: 2번째 코팅을 바르고 30

분 뒤에 과한 표면 오일을 닦은 

뒤 건조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12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없음 6–10 뜨거운 물,  

비눗물

1L, 4L, 
10L

SlipResistant 
Decking Oil

슬립 레지스턴트 데킹 오일에 울트라그립이 추가되어 미묘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되어             
갑판 및 목재 통로가 젖을 때 미끄러짐 감소.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아주 가벼운 마찰: 2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4 물 4L, 10L

NaturalStain 오래가고 뛰어난 내구성의 반투명 수성 스테인.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소나무 목재의 색상을 바꾸고 복원하는 데 이상적.

데크 웨더보드, 창틀, 셔터,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to  
Low Sheen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2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6–12 물 250ml, 
1L, 4L, 
10L

DWD 오래가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음. 가볍게 착색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만드는 목재 코팅.            
반드시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작업해야함.

문, 창문, 데크, 웨더보드, 퍼걸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Low Sheen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Step 1: 리바이바로 세척 
Step 2: 디멘션 4 울트라 프라이머로 프라이밍
Step 3: DWD로 최소 3회 코팅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패드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거친 톱질 목재 : 4–8

톱질 목재: 8–12

재단 목재: 12–14

물 1L, 4L, 
10L

UltraClear  
Exterior

강하고 투명한 해수 등급의 수성 목재 마감재로 풍화와 자외선 차단에 탁월한 보호 기능 제공.     
오일 기반 코팅처럼 황변이 일어나지 않음.

문, 창틀, 트림 등의 외부용 목재. 외부 문 또는 외부 창틀 안쪽 사용 가능.                       

스테인의 새틴 또는 글로스 마감재로 사용 가능. 데크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Matt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2 물 1L, 4L, 
10L

UltraGrip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사용하는 고성능, 오래가는, 질감을 주는 
미끄럼 방지 첨가제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에 사용하는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에 첨가.        

계단에 사용하는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울트라플로어,  

DWD의 건조시간 참고

필요 없음 없음 물 200g,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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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 CLEANERS & PREPARATION PRODUCTS

PowerPrep 외부의 오래된, 풍화된, 클리어 또는 반투명의 마감재 및 실러를 벗겨내는 강력한 고강도의 액체 
리무버. 새 목재의 풍화과정을 생략하려면 리바이바와 함께 사용 가능.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긴자루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파워프렙을 목재에 도포한 후 10-15

분 방치. 필요 시 그 사이에 파워프렙을 

추가하십시오.  파워프렙이 표면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 1L의 파워프렙으로 

약 4–6m2 커버

물 1L, 4L, 
10L

Reviva 목재의 복원, 세척 및 준비를 위한 고강도 목재 클리너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심한 얼룩 및 

탄닌이 풍부한 목재는 더욱 강한 

작업 또는 재작업 필요

없음 없음 1L의 농축액을 4L

의 물과 희석하면 약 

5–10m2 커버 

Water 1L, 4L, 
10L

Vertical Timber 
Cleaner

수직 표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강도의 목재 준비 제품 병풍, 문, 펜스 및 클래딩 등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없음 없음 10 물 1L, 10L

Liquid 8 Timber 
Stripper

빠른 효과, 쉬운 사용의 젤 타입의 수성 목재 마감재 및 페인트 리무버 모든 실내/외 목재, 금속, 벽돌, 석재 표면 없음 없음 브러쉬 1번의 두꺼운 코팅 (잘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2번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15 - 20분의 화학반응 시간 없음 평평한 표면에 2mm

두께로 도포 시  4–6m2 

커버

물 1L, 4L

TSS Mould 
Preventer

습한, 열대 기후의 곰팡이에 취약한 실내/외 목재, 페인트 칠한 표면의 전 처리제 모든 내/외부 목재, 깨끗하고 새로운 또는 페인트 칠이 된 표면.                                      

곰팡이에 취약하거나 이미 곰팡이에 오염된 곳.

없음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 수성 제품을 도포 전 최소 4시간 건조.  

유성일 경우 최소 24시간 건조

필요 없음 목재의 다공성에 따라 

약 2-10m2 커버

물 1L, 4L

Dimension 4 
UltraPrimer

DWD에 프라이머로 사용하는 목재 안정 전처리제. 크랙, 쪼개짐, 얼룩을 방지하여 목재 수명 연장. 깨끗한, 새로운, 낡은 목재, 웨더보드, 창틀, 데크, 퍼걸러 및 목재 구조물 등의 모든 외부 목재 없음 리바이바로 모든 맨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번의 두꺼운 코팅 또는 2번의 

wet-on-wet 코팅.

재코팅: 4시간 필요 없음 거친 톱질 목재: 2–5

톱질 목재: 5–7

재단 목재: 7–10

물 1L, 4L, 
10L

Woodblend 실내/외 수성 우드필러로 우수한 외부 내구성과 최소한의 수축성.                                                
섞을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음.

웨더보드, 데크, 바닥 및 가구 등의 모든 실내/외 목재 표면 없음 없음 퍼티 나이프 10mm 까지 깊은 구멍을 메움 깊은 구멍일 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음 없음 물 180g, 
8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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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설명 용도 광도 준비제품 도구 코팅횟수 건조시간 샌딩 도포면적 (m2/L) 세척 용량

IN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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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R

FLOORING

UltraFloor 상업용 강도의 내구성이 좋고 투명한 수성 목재 바닥 마감재.                                                        
목재 자연의 색상을 보존하고 오일 베이스의 마감재와 달리 어두워지거나 황변이 없음.

목재 바닥, 계단, 조각 나무 세공(바닥) Gloss
Satin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롤러 
(8-10mm nap)

3 재코팅: 4시간

가벼운 마찰이 있는 곳: 12시간

일반적 마찰이 있는 곳: 72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0–12 물 1L, 4L, 
10L

CLEARS

UltraClear  
Interior

내부 목재용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내구성 있는 수성 무황변 실내용 클리어 마감재. 
조색을 통해 스테인 겸 바니쉬로 목재에 색상을 더하며, 내구성 있는 보호성 탑코트 제공

문, 창문, 가구 (바닥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브러쉬 또는 

스프레이

2–3 재코팅: 3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이나 결점 제거

12–14 물 1L, 4L

UltraSeal 목재 바닥 및 나무 세공 바닥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살려주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 실러.                     
변색이 없고 고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

목재 바닥, 조각 나무 세공 없음 적합한 나무톤의 퍼티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10mm nap 

마이크로 파인 

롤러

1 재코팅: 2시간 샌딩 필요없음. 결이 올라오면 

첫번째 탑코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고운 사포로 샌딩

10–12 물 4L

EX
TE

R
IO

R

EXTERIOR TIMBER 

UltraDeck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는 고성능 수성 베이스의 오일.                                                               
나뭇결을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풍화되며, 크랙, 블리스터링 및 벗겨짐 걱정이 없음.

데크, 창틀,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펜스 및 레일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High Satin

리바이바로 모든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 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10–14 물 250ml, 
1L, 4L, 
10L

Nature’s  
Timber Oil

텅 오일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원에서 95%의 재료를 가져오는 천연 오일.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오일 마감을 만들어냄.

데크, 통로, 난간, 정원 가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 

참고: 2번째 코팅을 바르고 30

분 뒤에 과한 표면 오일을 닦은 

뒤 건조

재코팅: 4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12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없음 6–10 뜨거운 물,  

비눗물

1L, 4L, 
10L

SlipResistant 
Decking Oil

슬립 레지스턴트 데킹 오일에 울트라그립이 추가되어 미묘한 질감의 마감 처리가 되어             
갑판 및 목재 통로가 젖을 때 미끄러짐 감소.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 Matt 브러쉬 또는 

어플리케이터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4시간

아주 가벼운 마찰: 2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4 물 4L, 10L

NaturalStain 오래가고 뛰어난 내구성의 반투명 수성 스테인.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소나무 목재의 색상을 바꾸고 복원하는 데 이상적.

데크 웨더보드, 창틀, 셔터,  창고 문, 정원 가구, 통로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Matt to  
Low Sheen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2–3

참고: 새 목재가 젖었을 경우 1회 

추가 코팅

재코팅: 2시간

사용 전 건조시간: 24시간

완전 경화: 7일

필요 시 코팅 사이에 가벼운 

샌딩으로 올라온 결 제거

6–12 물 250ml, 
1L, 4L, 
10L

DWD 오래가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음. 가볍게 착색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만드는 목재 코팅.            
반드시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작업해야함.

문, 창문, 데크, 웨더보드, 퍼걸러 및 펜스 등의 모든 외부용 목재 Low Sheen 트라이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Step 1: 리바이바로 세척 
Step 2: 디멘션 4 울트라 프라이머로 프라이밍
Step 3: DWD로 최소 3회 코팅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패드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거친 톱질 목재 : 4–8

톱질 목재: 8–12

재단 목재: 12–14

물 1L, 4L, 
10L

UltraClear  
Exterior

강하고 투명한 해수 등급의 수성 목재 마감재로 풍화와 자외선 차단에 탁월한 보호 기능 제공.     
오일 기반 코팅처럼 황변이 일어나지 않음.

문, 창틀, 트림 등의 외부용 목재. 외부 문 또는 외부 창틀 안쪽 사용 가능.                       

스테인의 새틴 또는 글로스 마감재로 사용 가능. 데크 사용에 적합하지 않음.

Gloss
Satin
Matt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을 메우십시오.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3–4 재코팅: 4시간

완전 경화: 7일

10–12 물 1L, 4L, 
10L

UltraGrip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사용하는 고성능, 오래가는, 질감을 주는 
미끄럼 방지 첨가제

모든 데크 및 외부 목재 통로에 사용하는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DWD에 첨가.        

계단에 사용하는 울트라플로어 새틴에 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울트라데크, 내추럴스테인, 울트라플로어,  

DWD의 건조시간 참고

필요 없음 없음 물 200g,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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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 CLEANERS & PREPARATION PRODUCTS

PowerPrep 외부의 오래된, 풍화된, 클리어 또는 반투명의 마감재 및 실러를 벗겨내는 강력한 고강도의 액체 
리무버. 새 목재의 풍화과정을 생략하려면 리바이바와 함께 사용 가능.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긴자루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파워프렙을 목재에 도포한 후 10-15

분 방치. 필요 시 그 사이에 파워프렙을 

추가하십시오.  파워프렙이 표면에서 절대 

건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 1L의 파워프렙으로 

약 4–6m2 커버

물 1L, 4L, 
10L

Reviva 목재의 복원, 세척 및 준비를 위한 고강도 목재 클리너 데크, 정원가구, 웨더보드, 퍼걸러, 창틀, 트림, 펜스 및 해양 등급 목재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심한 얼룩 및 

탄닌이 풍부한 목재는 더욱 강한 

작업 또는 재작업 필요

없음 없음 1L의 농축액을 4L

의 물과 희석하면 약 

5–10m2 커버 

Water 1L, 4L, 
10L

Vertical Timber 
Cleaner

수직 표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강도의 목재 준비 제품 병풍, 문, 펜스 및 클래딩 등 없음 없음 뻣뻣한 브리스틀 

브러쉬 또는 

긴자루 브러쉬

일반적으로 1회 작업. 만약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재작업

없음 없음 10 물 1L, 10L

Liquid 8 Timber 
Stripper

빠른 효과, 쉬운 사용의 젤 타입의 수성 목재 마감재 및 페인트 리무버 모든 실내/외 목재, 금속, 벽돌, 석재 표면 없음 없음 브러쉬 1번의 두꺼운 코팅 (잘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2번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15 - 20분의 화학반응 시간 없음 평평한 표면에 2mm

두께로 도포 시  4–6m2 

커버

물 1L, 4L

TSS Mould 
Preventer

습한, 열대 기후의 곰팡이에 취약한 실내/외 목재, 페인트 칠한 표면의 전 처리제 모든 내/외부 목재, 깨끗하고 새로운 또는 페인트 칠이 된 표면.                                      

곰팡이에 취약하거나 이미 곰팡이에 오염된 곳.

없음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 수성 제품을 도포 전 최소 4시간 건조.  

유성일 경우 최소 24시간 건조

필요 없음 목재의 다공성에 따라 

약 2-10m2 커버

물 1L, 4L

Dimension 4 
UltraPrimer

DWD에 프라이머로 사용하는 목재 안정 전처리제. 크랙, 쪼개짐, 얼룩을 방지하여 목재 수명 연장. 깨끗한, 새로운, 낡은 목재, 웨더보드, 창틀, 데크, 퍼걸러 및 목재 구조물 등의 모든 외부 목재 없음 리바이바로 모든 맨 목재 세척. 우드블렌드로 결함 

및 못자국 메우기. 습하거나, 열대기후 및 곰팡이에 

취약한 부분은 TSS 몰드 프리벤터로 처리

브러쉬,  

어플리케이터 

또는 스프레이

1번의 두꺼운 코팅 또는 2번의 

wet-on-wet 코팅.

재코팅: 4시간 필요 없음 거친 톱질 목재: 2–5

톱질 목재: 5–7

재단 목재: 7–10

물 1L, 4L, 
10L

Woodblend 실내/외 수성 우드필러로 우수한 외부 내구성과 최소한의 수축성.                                                
섞을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음.

웨더보드, 데크, 바닥 및 가구 등의 모든 실내/외 목재 표면 없음 없음 퍼티 나이프 10mm 까지 깊은 구멍을 메움 깊은 구멍일 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음 없음 물 180g, 
8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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