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출시된 부착성이 탁월한 

유니버셜 프라이머는 도료 낭비를 없애고 

작업 효율성과 선박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Onboard maintenance (OB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동급 최강의 
부식 방지 성능

부착성이 
탁월한 
유니버셜 프라이머

용제와 경화제의 
혼합부피비가 1:1로 
도료 폐기량 감소

부착성이 탁월한 퓨어 에폭시 유니버셜 프라이머로 뛰어난 

부식 방지 기능의 방청도료로 사용됩니다. Intershield 

One-2-One은 이액형 유니버셜 프라이머로써 1:1 부피 

혼합비로 구성되어 있어 혼합이 쉽고 도료 폐기량이 적어 

선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부착성이 탁월하며 선상 보수 시 발라스트 탱크를 
포함한 모든 선박 부위에 범용으로 도장 가능

유니버셜 프라이머는 도장사양을 단순화하여 선원들이 선상 보수용 도료에 
기대하고 있는 작업 편의성에 부합

동일한 혼합비의 소규모 포장단위로 작업 편의성 
극대화

용제와 경화제의 혼합부피비가 1:1로 되어있어 혼합 미숙 또는 사용 
잔량에 의한 도료 폐기량이 감소되며 구입한 도료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장기간 방청성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저항력이
뛰어남

부식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부식으로 인한 금속의 
형질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

저온 경화 및 연중 도장 가능 간단한 보수 도장 절차로 인해 보수 계획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작업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전 세계 주요 항만에 

165 개 이상의 재고 창고(stock point)와 

500 개 이상의 공급지점(delivery point)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Seastores 제품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상부면, 외부갑판, 거주구 및 화물창에 도장된 페인트는 

선박 운영자들에겐 중요한 노출 부위로서 선박 유지 및 

관리운영의 일반적인 표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날 페인트의 새로 출시된 Intershield 

One-2-One과 Interstore 제품은 내구성이 탁월하며 

사용하기 쉽고 합리적인 가격의 방청 프라이머와 마감재 

패키지 제품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운항중 도료의 소모패턴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 세계 

최대 선박용 도료 공급업체로서 인터내셔날 페인트는 

적절한 제품이 적시적소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모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 서비스팀은 고객이 전화, 이메일 혹은 해상 

e-조달 포털인 Shipserv를 통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주문 

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Seastore 전문가 팀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가장 

경제적인 픽업 장소와 리드타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객의 구매이력, 거래 경로 및 일정을 분석하여 고객의 

Seastore 재고를 최소화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된 컬러 시스템(Chromascan)을 통해, 

고객의 요청 색상을 정확히 매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200개 이상의 Chromascan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에 48시간 

이내에 정확한 색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제적 주요 항만 및 항구

지역별 주요 항만 및 항구

인터내셔날 페인트의 제품 판매 네트워크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실험실에서 필요한 샘플을 받고, 창고ㆍ유통 업체 기준으로 고객의 위치에 따라 제공 받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려한 외관, 부식 방지, 내열 및 부착성을 위한 특수한 고성능 제품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새로 출시된 Interstores까지

인터내셔날 페인트의 포괄적인 Seastores 제품군은 선박의 보호 및 유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일액형 고광택 알키드 마감도료

빛 반사, 고온 내성(최대 240°C)의 내열 마감도료

부착성이 뛰어난 고성능의 에폭시 방청도료

속건성, 부착성이 뛰어나며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일액형 알키드 프라이머

우수한 부착성 및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에폭시 프라이머/마감도료

고성능, 고광택의 아크릴 폴리우레탄 마감도료로 탁월한 내구성과 내후성 제공

내마모성, 고광택 에폭시 마감도료로 내화학성 제공

내마모성 알루미늄 순수 에폭시 방청도료

부착성이 뛰어난 유니버셜 프라이머

빛 반사, 고온 내성(최대 240°C)의 프라이머/마감도료

다용도, 빠른 건조의 일액형 변성 아크릴 마감도료

외장용 마감도료

갑판 및 화물창용 프라이머/마감도료

다용도 일액형 알키드 프라이머

습한면에 적용가능한 고성능 에폭시 방청도료

장기간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

고온 내성의 내열 도료



알키드 마감도료

폴리우레탄 마감도료

에폭시 프라이머 

일액형 광택 마감도료

수선상부 비 침수 부위에 적합

완벽한 롤러 및 브러쉬 작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

재도장이 용이

*  6 가지 색상 공급 가능

이액형 광택 마감도료

상판, 외부 데크 및 상부 구조물에 사용하기 적합

우수한 내구성

** 6 가지 색상 공급 가능

속건성 (지촉건조 2시간)

우수한 은폐력

우수한 롤러 및 브러쉬 작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

갑판에 사용하기 적합

*** 3 가지 색상 공급 가능

백색, 흑색, 적색, 녹색, 그레이, 서프 그레이

백색, 흑색, 적색, 시그널 그린, 스톰 그레이, 서프 그레이 

적색, 시그널 그린, 스톰 그레이

Seastore 제품군을 보완하기 위해 Interstore 

제품들은 OBM을 단순하게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Interstores는 

단 3가지 제품과 6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선상에서의 복잡성을 줄여주며 기존의 모든 

도장 시스템과 호환되며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Interstores는 해상에서 브러쉬 및 롤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제품군은 제품 제공을 위한 소요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Interstores가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항구 및 제품 제공’ 에 맞도록 새로이 

간소화되었습니다. 



 

This brochure is:

with this brochure, pass it 
on to a colleague or recycle

Send an email: 

marine.communication@akzonobel.com

Visit our website: 

www.international-marine.com/intersleek

Sign up to keep up to date with our latest news visit
www.international-marine.com/signup

인터내셔날 페인트는 세계적인 종합화학 그룹으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악소노벨 산하 선박 • 중방식용 도료 전문 기업입니다.
악소 노벨은 코팅 및 케미컬 분야에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전세계 고객들에게 생산 •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브로슈어에 언급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인터내셔날 페인트의 실험과 실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슈어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어떤 제품의 특정한 권장사항, 제품의 품질 보증이나 도장 사양 또는 특별한 

용도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은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브로슈어에 나오는 정보나 방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손해 및 손상에 대해 당사는 법적인 근거 없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은 한,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 기술 정보 및 추천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당사의 표준 판매 조건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품 구입시에 표준 판매 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공한 품질 보증서에는 표준 판매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가 판매한 제품 또는 당사가 제공한 조언이나 권장사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각 제품의 데이터시트,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제품 라벨링은 해당 제품과 관련된 하나의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 데이터시트와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당사에 직접 요청하시거나 웹사이트 www.international-marine.co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 부산영업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Call: +82 (0)51 580 6111

Fax: +82 (0)51 668 7883

서울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101호

Call: +82 (0)31 361 7880

Fax: +82 (0)31 361 7882

거제기술연구소 (IPR)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841-5

Call: +82 (0)55 632 6286

Fax: +82 (0)55 632 6287

칠서공장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17

Call: +82 (0)55 586 2310

Fax: +82 (0)55 587 6276

(주) 아이피케이

    ,International® , 그리고 이 브로슈어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제품명은 AkzoNobel의 등록 상표 또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며, 

© AkzoNobel 2017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