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게시판

가능하다면 새로 페인트칠을 한 표면은 세척 또는 
청소하기 전에 최소 2주 이상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페인트의 건조 기간은 온도, 습도 및 
도포된 도막 두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팅을 완전히 건조시키면 표면의 
내구성과 보호성이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도색된 내부용 또는 외부용 표면을 
세척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세척제 사용 전
•  일부 세척제는 고압 세척기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라벨 지침을 읽고 이해합니다.

• 적절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표백제나 암모니아가 함께 함유된 세척액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  분사형 세제를 사용하면 도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합니다(버니싱 기술 
게시판 참조).

•  표백제나 표백제 유형의 용액이 함유된 세척제는 
도막을 손상 또는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표백제가 함유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혼합된 분무 가능 세척제 사용 
지침
•  모든 라벨 지침을 꼼꼼히 읽습니다.

•  전체 표면에 사용하기 전에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세척제를 테스트/분무합니다.

•  젖은 천이나 스폰지로 표면의 때, 자국, 얼룩을 
없애고 과잉 사용된 세척제를 닦아 냅니다. 
제거하려는 종류에 따라 문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절대 세척제가 표면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침에 명시된 경우에 한 해, 필요하면 표면을  
 헹굽니다.

•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표면을 세척합니다.

농축, 액체 또는 건조 세척제 사용 
지침
• 모든 라벨 지침을  
 꼼꼼히 읽습니다.

•  세척제의 혼합 
또는 희석 지침을 
따릅니다. 용액의 
강도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표면에 
사용하기 전에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세척제를 테스트/
분무합니다.

•  젖은 천이나 스폰지로 표면의 때, 자국, 얼룩을 
없애고 과잉 사용된 세척제를 닦아 냅니다. 
제거하려는 종류에 따라 문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한 표면의 관리 및 세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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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세척제가 표면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 표면을 철저히 헹굽니다.

•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표면을 세척합니다.

주의 
낡은 건물(특히 1978년 이전)의 표면을 긁어 내거나 
연마하면 납 또는 석면이 포함된 먼지가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납 또는 석면에 노출되면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표면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항상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모든 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해로운 잔류물을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Dunn–Edwards 브로셔에서 "Surface Preparation Safety 
(표면 준비 작업시 안전 사항)"를 참조하시거나, 
1–800–424–LEAD로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National 
Lead Information Hotline(전국 납성분 정보 핫라인)에 
전화하시거나, www.epa.gov/lead 또는 /asbestos를 
방문하시거나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보건국에 
연락하십시오.

세척액 특성이 다양하듯이 세척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올바른 세척제 결정은 제거하려는 
표면의 토양/오염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현지 매장 직원이나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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