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칠판페인트

CHALKBOARD PAINT
EGGSHELL 308
특 징

®

STUDIO FINISHES

기본설명

Ÿ 어떤 표면도 칠판으로 변신가능
Ÿ 건조가 매우 빠르고 페인팅하기 쉬움

본 제품은 아크릴계열의 페인트로서 거의 모든 표면을 칠판으로 만들어

Ÿ 내구성이 매우 강함.

줍니다.

Ÿ 냄새가 거의 없으며, 물과 비누로 쉽게 청소 가능

권장대상
Ÿ

제한사항

기존 칠이 있는 내부 표면이나, 칠판이 필요한 그 어떤
표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Ÿ

공기 중 온도나 작업 표면이 50°F (10°C) 미만 일시 작업을 금함

제품의 설명 ( Product Information )
색상

기술데이타

Base 1X

표준 : 사전 조색된 색상은 없음

용액유형

100% 아크릴

조색베이스 : 벤자민무어의 GENNEX Bases 1X, 2X, 3X, 4X

안료유형

이산화 티타늄

특수색상 : 벤자민무어 담당자와 연락요망

고형분용적비

40%

인증서

시공가능 면적

100~110 Sq. Ft/ 1쿼터

권장도막두께
젖은상태 : 3.8mils, 건조상태 : 1.5mils
표면의 질감과 기공도에 따라 페인트 양을 계산해야합니다. 정확한 페
인트 양이 색의 균일성과 초과 페인트 양을 최소화합니다.
접촉가능 : 2시간, 재칠가능 : 4시간
건조시간@77℉
완전건조 : 3일
25℃@50%RH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량이 없음

3일 간의 건조 기간을 주십시오. 페인트를 칠한 표면은 2주 후에 세척
가능합니다. 높은 습도와 차가운 온도로 인해 건조를 지연시키거나 재

미국 친환경 건축의회의 LEED인증 제품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도장할 수 있습니다.
건조시간@77℉

접촉가능 : 2시간, 재칠가능 : 4시간

25℃@50%RH

완전건조 : 3일

건조도

증발, 접착

점성도

95±2KU

인화점

없음

광택도

Eggshell(에그쉘광)

도장시 표면온도

최저 50℉(10℃), 최대 90℉(32℃)

희

뒷면의 표 참조

석

세척 희석제

깨끗한 물

갤론당 무게

10.5lbs

보관온도

최저 40℉(4.4℃), 최대 90℉(32℃)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0 Gram/Liter

기술지원 및 고객문의
본사 벤자민무어 매장에 연락바랍니다.

조색 후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 포함 (베이스, 컬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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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희석 및 청소

페인트칠할 표면은 먼지, 기름기, 왁스, 기름비누 그리고 물에 녹

희석하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페인트나 용매를 섞지 마십시오. 필요할 경우
깨끗한 물과 섞어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소: 페인팅 도구는 사용 후에 바로 즉시 따뜻한 비눗물에 씻으십시오.
스프레이 장비의 경우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인트용 경유와 섬유유
연제가 필요합니다.
페인트는 전부 사용하거나 올바르게 처분해주십시오. 마른 빈 깡통은 재활용

는 물질이나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게 건조된 표면이어야 합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물질이 붙어있다면 사포질을 하여 표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광택이 심한 부분은 사포질로 마모시키고, 건식
벽체에 남아있는 사포질 먼지는 제거합니다.
주의사항: 오래된 페인트표면을 문질러 벗기거나 연마하면 납먼지
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납은 유독성물질입니다. 납가루에 노출되
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임산부는 납먼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지역보건당국이나 국가 환경 정보 센
터에 처분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납노출을 피하기 위해 NIOSH에서 입증된 마스크를 사용하십시

환경, 건강, 안전성의 정보

오. HEPA 진공청소기와 젖은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작

올바른 환기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스프레이 입자나 사포질 먼지를 마시지

업 전, 어떤 방법으로 가족과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

마십시오. 칠을 할 때나 마르는 동안에 신선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

시오.

십시오. 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주시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부에 닿
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포질과 청소 시에도 NIOSH가 인증한 마스크를 착용
하여 먼지와 스프레이 입자를 마시지 마십시오. 마스크 제조사의 사용법으로

하도/ 마감 시스템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Benjamin Moore

®

®

Fresh Start

를 사용하십시오. 기존에 칠이 되어있거나 표면 상태가 좋은 표
면에는 본 제품을 1~2회 도장합니다. 못자국, 갈라진 부분 등 표
®

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Benjamin Moore

®

Fresh Start

프

사용하십시오. 사용 후엔 제품을 밀봉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응급치료 : 눈에 접촉 시, 15분간 흐르는 물에 씻어내십시오. 피부에는 비누
와 물로 씻어 냅니다. 만약 숨을 쉬기 어려울시, 그 공간을 떠나 신선한 공
기를 접하십시오. 만약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즉시 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라이머를 부분적으로 칠하고 건조 한 뒤 Chalkboard Paint

엎질러졌을 시 :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페인트를 흡수하거나 위 ‘청소’에

(308)를 1~2회 도장하십시오.

명시된 바와 같이 처리해주십시오.

칠 방법
페인트 섞기: 사용전 잘 섞어주시고 1~2회 도장해주십시오.

얼지 않게 하고 아이들로부터 멀리하세요.

페인트칠하기: 최고의 마무리를 위해 벤자민무어 나일론/폴리에스
터 붓이나 전문가용 롤러 혹은 프리미엄급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스프레이로도 적용가능 합니다. 여러 번 덧칠하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소재 안전성 데이터 시트
(Material Safety Data Sheet) 참고

적당량을 칠하십시오, 너무 과하게 붓이나 롤러로 칠하지 마십시
오. 표면온도나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에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에
3일 이상 건조한 뒤 사용하십시오. 분필 사용 후에는 젖은 수건
을 사용하여 낙서를 지우면 새것처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필종류 중, 몇 가지는 약간의 잔여물이 칠판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칠판전용으로 나오는 연한 컬러의 분필을 사용하시길 권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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