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 전통,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
Dunn-Edwards의 친환경적 전통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며 더욱
분발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의 효율성을 위한 친환경
원칙에 전념하며, 이 원칙은 에너지와 물질 자원, 환경의 질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BLOC-RUST®는 이러한
전념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실례입니다.

내부용/외부용 금속용 프라이머

THE #1 CHOICE OF
PAINTING PROFESSIONALS®
도장공사 업체의 사업은 평판에
좌우됩니다. 이것 바로 최고의
작업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페인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Dunn-Edwards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최고의 제품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 도장공들에게 물으면
Dunn-Edwards를 제일 먼저
선택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및
피닉스 지역의 인가된 페인트칠
도급업자들을 상대로 한 독립
설문조사에서 자신들의 집에서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Dunn-Edwards 페인트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고의 재료만으로
제조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색상
선택에서 현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unn-Edwards는 도장공사
업체와의 관계가 제품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의 사업 운영을 위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009년 8월 로스엔젤레스, 샌디에이고,
피닉스 지역의 면허를 가진 도색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Options Market Reseach가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페인트:
Dunn-Edwards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질의 우수성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간 Dunn-Edwards를
사용해 왔습니다. 서비스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최고의 기능을
자랑하는 페인트와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Frank Rodriguez 사장
Navajo Contractor Inc.
Los Angeles, CA

팔로우
@dunnedwards

pinterest.com/dunnedwards

facebook.com/dunned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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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East 52ND Place, Los Angeles, CA 90058
(888) DE PAINT (337-2468) | dunnedw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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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을
습기로부터
보호합니다.

고급 고급

BLOC-RUST

®

BLOC-RUST

®

BLOC-RUST®의 우월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BLOC-RUST® 고급 녹 방지 프라이머로 바탕칠을 하면 아연 도금 강철을 제외한
내외부용 금속 표면에 탁월한 내부식성과 부착력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은
학교, 호텔, 병원 또는 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및 상업용 공사에 쓰이는
금속재(아연 도금 강철 제외)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BLOC-RUST 가 왜 다른 녹 방지
프라이머보다 뛰어날까요?
®

부식 가속 테스트
철금속에 BLOC-RUST® 고급 화이트(Premium White)와 유명 수성 방청
프라이머를 도포해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BLOC-RUST®는 상당한 녹과
부식이 발생한 지역 및 전국 유명 제품보다 뛰어났습니다.

:: 고급 수성 알키드 기술로 제조되어 도포력과
은폐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 도포가 쉽고 빨리 건조합니다.
:: 냄새가 거의 없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적습니다.
재료#

최대 VOC 함유량

최대 RAVOC

BRPR00-2-WH

최저 VOC(50g/L)

40g/L

BRPR00-2-RO

최저 VOC(50g/L)

40g/L

녹 방지 성능의 기술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BLOC-RUST®

이 그림들은 실제 크기의 축척이 아니며 발생 현상을 현미경의 수준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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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금속 또는 비철금속에 칠한 프라이머.

방청성 안료와 방청 첨가물이 함유된 고급
수지가 금속 기질의 부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로고가 표시된 제품은 EGFREE® (EG 불포함) 및 TAC/HAP
불포함 특성을 갖습니다.

모든 라벨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및 반응 조절
휘발성 유기 화합물(RAVOC)
등급 표시

수성 페인트에 흔히 사용되는 용매인 에틸렌 글리콜
(EG)은 유독성 대기 오염 물질(TAC)이자 유해 대기
오염 물질(HAP)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83년 당사는
페인트 업계 최초로 자발적으로 EG를 FDA에서 “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한” 무독성 대체
물질인 프로필렌글리콜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EG-Free
로고가 표시된 Dunn-Edwards의 모든 제품은 다른 TAC/
HAP 불포함 특성을 갖습니다.

Dunn-Edwards는 코팅제가 공기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측정한 RAVOC(반응 조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급을
제품에 최초로 표시한 페인트 업체입니다. RAVOC
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unnedwards.com/RAVOC를
확인하십시오.

고급

지역 유명 제품

지역 유명 제품

전국 유명 제품

전국 유명 제품

전국 유명 제품

수지와 도료는 단단하고 균일한 구멍 없는
피막을 형성하여 물이 금속 표면에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식 유도 반응을
방지합니다.

LEED® GOLD 인증 페인트 제조
시설
2011년 Dunn-Edwards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LEED®
Gold 인증 페인트 제조시설을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
열었습니다. 제조, 제품 개발, 품질 관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336,000평방 피트 규모의 이 시설은 업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LEED” 및 관련 로고는 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소유하는
상표이며 허가 하에 사용됩니다.

부식 가속 테스트 방법: 4 X 6인치 무딘 마감의 강철 화판에 5밀 DOW 드로우 다운 바를 이용해 페인트를 도포했습니다. 건조 시간 경과 후, 모든 화판의 밀 두께를 확인하고
박스 나이프를 이용해 금속 화판 표면에 4인치“X”를 긁었습니다(베기). 화판을 긁은 후, 각각의 세트를 자연적인 대기 부식 상황을 실험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연무통에
넣었습니다.
모든 테스트 샘플은 실제 테스트 결과에 대한 고해상도 촬영 사진입니다. 테스트는Dunn-Edwards 실험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예약을 통해 Dunn-Edwards Corporation 사무실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의 전통,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
Dunn-Edwards의 친환경적 전통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며 더욱
분발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의 효율성을 위한 친환경
원칙에 전념하며, 이 원칙은 에너지와 물질 자원, 환경의 질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BLOC-RUST®는 이러한
전념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실례입니다.

내부용/외부용 금속용 프라이머

THE #1 CHOICE OF
PAINTING PROFESSIONALS®
도장공사 업체의 사업은 평판에
좌우됩니다. 이것 바로 최고의
작업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페인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Dunn-Edwards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최고의 제품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 도장공들에게 물으면
Dunn-Edwards를 제일 먼저
선택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및
피닉스 지역의 인가된 페인트칠
도급업자들을 상대로 한 독립
설문조사에서 자신들의 집에서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Dunn-Edwards 페인트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고의 재료만으로
제조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색상
선택에서 현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unn-Edwards는 도장공사
업체와의 관계가 제품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의 사업 운영을 위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009년 8월 로스엔젤레스, 샌디에이고,
피닉스 지역의 면허를 가진 도색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Options Market Reseach가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페인트:
Dunn-Edwards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질의 우수성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간 Dunn-Edwards를
사용해 왔습니다. 서비스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최고의 기능을
자랑하는 페인트와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Frank Rodriguez 사장
Navajo Contractor Inc.
Los Angeles, CA

팔로우
@dunnedwards

pinterest.com/dunnedwards

facebook.com/dunned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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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을
습기로부터
보호합니다.

고급 고급

BLOC-RUS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