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RA-GRIP

®

프리미엄

내외부용 다용도 프라이머

탁월한 부착력을 선보이는 다용도 프라이머.

목재

석조물

금속

건식벽

ULTRA-GRIP 프리미엄
®

•	
어떠한 표면에서도 뛰어난 부착력
• 우수한 얼룩 방지 기능
• 강력한 타닌 방지 기능
• 우수한 은폐력과 뛰어난 에나멜 보존력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매우 적게 함유

ULTRA-GRIP 프리미엄의 우월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

ULTRA-GRIP 프리미엄은 왜 다른 경쟁 제품보다 뛰어날까요?
®

ULTRA-GRIP 프리미엄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매우 적은 다용도 아크릴 프라이머로, 내외부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건식벽, 목재, 석조물뿐만 아니라 노후한 알키드 표면, 알루미늄,
아연 도금 금속, 비닐, 섬유유리, 일부 플라스틱에 우수한 부착력을 보입니다. ULTRA-GRIP 프리미엄은 얼룩
방지와 타닌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은폐력과 에나멜 보존력이 탁월합니다. 도포가 쉽고 건조가 빠릅니다.

부착력
건/습식 부착력이 양호한 페인트는 기질을 보호하는 성능이 뛰어납니다. ULTRA-GRIP은 습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도 지역 및 국내 브랜드 제품보다 표면 부착력이 뛰어납니다.
합판

소나무

ULTRA-GRIP 프리미엄

ULTRA-GRIP 프리미엄

전국 유명 제품

전국 유명 제품

테스트 방법: 테스트할 페인트를 원하는 표면(광택성 노후 알키드, 백악화한 라텍스, 금속 등)에 3mm 도포하고 24시간 건조합니다. 24시간 경과 후, Gardner Adhesion Knife를 이용해 2개의
100 평방섹션으로 절단합니다. 건식 부착력 건식 부착력 테스트를 위해, Permacel 테이프를 2˝ 오버랩으로 테스트 지점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180도 각도로 재빨리
떼어냈습니다. 테스트 표면에서 제거된 페인트의 양을 평가해 ASTM 0B – 5B 등급(0은 기질에서 페인트가 완전히 제거됨, 5는 페인트가 전혀 제거되지 않음)을 이용해 점수를 매깁니다.

모든 테스트 샘플은 실제 테스트 결과에 대한 고해상도 촬영 사진입니다. 테스트는Dunn-Edwards 실험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예약을 통해 Dunn-Edwards Corporation 사무실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가 표시된 제품은
EG-FREE® (EG 불포함)이며 TAC/HAP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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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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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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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D® GOLD 인증 페인트 제조 시설
2011년 Dunn-Edwards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LEED® Gold
인증 페인트 제조시설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열었습니다. 제조, 제품 개발, 품질 관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336,000 평방피트 규모의 이 시설은
업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LEED” 및 관련 로고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소유한 상표이며 허가 하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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