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rusta 사용 설명서
표면처리
Lincrusta 의 설치 전에는 반드시 완벽한 표면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벽지를 제거하고 표면을 씻어낸
후, 표면의 갈라진 틈새를 막은 후 건조시키십시오. 원하는 사이즈의 벽지를 바르기 전에 반드시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주십시오.
초배
모든 통기성이 없는 표면(솔벤트 페인트를 칠한 벽과 같은)에 완벽한 접착효과를 위해 크로스라이닝을
권장합니다. 곰팡이 방지제를 포함한 혼합(ready-mixed) 접착제를 사용하여 초배치를 발라주십시오.
Lincrusta 를 적용하기 전에 모든 표현을 완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추천 접착제
Lincrusta 접착제는 Lincrusta 제품의 설치를 위해 특별하게 고안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종류의
접착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Lincrusta 접착제가 조금 뻑뻑할 경우 잘 저어주십시오 – 물과
희석하지 마십시오.
Lincrusta 취급방법
Lincrusta 를 다루실 때는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Lincrusta 는 접착제가 스며든
후에는 더욱 유연해져 손상되기 쉽습니다. 사용 전에는 항상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추천 도구
칼(날카로운)

부드러운 롤러(펠트)

줄자

2-3 인치 인공모 페인트솔 또는 롤러

알코올 수준기

일직선 테투리(자르기용)

스폰지

재단대

벽지용 설치방법
1. 낭비 방지를 위해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재단길이를 결정하세요.
2. 필요한 곳에 각각의 길이를 재단하세요. 자르실 때는 마지막 손질을 위해 아래와 위쪽에
50mm(2 인치) 정도를 더 잘라내세요.
3. 칼과 일직선 테두리를 이용해 가장자리들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도려내어
정리하세요. 개별적인 디자인을 위한 추천 정리 치수들을 뒷면의 표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4. 반대편에 스폰지로 따뜻한 물을 적신 후 충분히 젖을 때까지 25-30 분간 놓아두세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물에 젖는 동안 뒷면끼리 맞닿은 상태로 놓아두세요. 이 과정은 팽창과
접착제 사용을 원할하게 해 줍니다.
5. 충분히 젖은 후에는 남아있는 물기제거를 위해 마른 스폰지로 뒷면을 닦아주세요.
6. 50-75mm(2-3 인치) 인공모 페인트솔을 사용해 뒷면에 Lincrusta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더
넓은 범위에는 롤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7. 178mm(7 인치) 펠트 롤러로 가운데 부분에서 바깥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내면서 모든
공기입자들을 제거하는 평탄화 작업을 해 주세요.
8. 아래쪽 가장자리의 양쪽 편으로 Lincrusta 를 표시하고 가장자리 윗부분이나 판벽과
맞추어주십시오. Lincrusta 뒤편으로 재단대를 벽에 기대게 두고 칼과 재단 자를 사용하여
연필로 표시된 사이를 잘라내십시오. 윗부분에도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그림 1 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1.
9. 표면에 남아있는 접착제를 스폰지로 닦아 내십시오.
10. 탈지와 채색하기 전에 최소 24 시간 동안 건조시키십시오.

내부 모서리 – 모서리에 맞추어 잘라내십시오. 인접한 벽의 연추선에 나머지 자투리부분을 걸쳐두고
모서리에 맞추어 정리하십시오. 모서리의 45 도 각도에 맞추어 고 부조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그림 2 를
참고하십시오.
외부 모서리 – 완만하게 둥그런 모서리에는 Lincrusta 한 면으로 부드럽게 표면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각도에는 Lincrusta 를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서 끝나도록 잘라주십시오. 나머지 자투리 부분을
자투리의 최소 넓이와 똑같은 크기로 인접벽의 연추선에 걸쳐두십시오. 외부 모서리의 모든 홈을
Linseed 퍼티를 사용하여 매워 주십시오. 그림 3 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2.

그림 3.

벽지 자르기 및 반복 정보
디자인 번호
RD1583FR

이름
Elizabeth

자르기 폭
536mm (21⅛")

반복
268mm (10⁹⁄₁₆") SM

RD1650FR

534mm (21")

367mm (14⅜") SM

RD1805FR

Georgian
Panel
Crichton

532mm
(20¹⁵⁄₁₆")

FM

RD1827FR

Linenfold

531mm (20⅞")

FM

RD1843FR

Sea
Grass
Matting

535mm
(21¹⁄₁₆")

267mm (10½") SM

RD1860FR

Cordage

532mm
(20¹⁵⁄₁₆")

533mm (21") SM

RD1873FR

Caprice

535mm
(21⅟₁₆")

260mm (10¼") OM

RD1888FR

Sophia

534mm (21")

267mm (10½") SM

RD1893FR

Chequers

534mm (21")

178mm (7") OM

RD1902FR

Cane

535mm
(21⅟₁₆")

267mm (10½") SM

RD1903FR

Villa Louis

536mm (21⅛")

67mm (2⅝") SM

RD1952FR

Italian
Renaissa
nce

532mm
(20¹⁵⁄₁₆")

1055mm (41⁹⁄₁₆") SM

RD1954FR

Byzantine

533mm (21")

533mm (21") SM

비고

작은 동그라미 중간을
기점으로 자를 것.

바깥 꽃 머리 중간을 폭으로
자를 것. 반복은 21” (533mm).
똑바로 그림 맞춤을 하기
위하여 벽지 가장자리나 개별
길이를 자르기 전 화살표
중간에 연필로 줄을 그어
표시할 것.

RD1956FR

Amelia

538mm
(21³⁄₁₆")

172mm (6¾") SM

RD1960FR

Acanthus

523mm
(20⁹⁄₁₆")

271mm (10⅝") SM

RD1962FR

Cleopatra

533mm (21")

1016mm (40") OM

RD1963FR

Aphrodite

535mm
(21⅟₁₆")

914mm (36") OM

RD1968FR

Kelmscott

540mm (21¼”)

916mm (36¹⁄₁₆”) OM

RD1969FR

Rocco

533mm (21”)

640mm (25³⁄₁₆”) SM

RD1970FR

Neo

533mm (21”)

640mm (25³⁄₁₆”) SM

RD1971FR

Passeri

533mm (21”)

1014mm (40”) SM

RD1972FR

Tapestry

610mm (24”)

597mm (23½“) SM

SM = 수평 맞춤 OM = 오프셋 맞춤

FM = 자유 맞춤

프리즈용 설치방법
1. Lincrusta 를 주벽의 가운데 지점에 디자인의 중심부분이 위치하도록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내십시오. 가장 덜 두드러진 모서리에서 끝나도록, 다음 순서의 길이들에 대해
모서리에 패턴 매칭을 계속하십시오.
2. 벽의 길이가 2m(6 피트) 이상일 경우, 프리즈(깊이에 대해)가 2m 를 넘지 않도록 다룰 수
있는 길이로 잘라서 사용하십시오. 이 이상의 길이에 대해서는 두 명이 함께 공사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칼과 재단 자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도려내어 모서리를 정리하십시오. 개별적인
디자인을 위한 추천 정리 치수들을 반대편의 표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프리즈용 자르기 및 반복 정보
디자인
번호
RD1946FR

이름

최소/최대 자르기 깊이

반복

Francesca Frieze

281mm (11⅟₁₆") or 250mm
(9¹³⁄₁₆")

540mm (21¼")

RD1947FR

Anne Frieze

267mm (10⅟₂") or 222mm (8¾")

533mm (21")

RD1948FR

Cameo Frieze

280mm (11") or 259mm (10³⁄₁₆")

536mm (21⅛")

RD1949FR

Adelphi Frieze

270mm (10⅝")

536mm (21⅛")

RD1955FR

Adam Frieze

528mm (20¹³⁄₁₆") or 444mm (17½”)
or
380mm (14¹⁵⁄₁₆")

533mm (21")

RD1957FR

Empire Frieze

275mm (10¹³⁄₁₆") or 210mm (8¼")

536mm (21⅛")

RD1958FR

Diana Frieze

282mm (11⅛") or 260mm (10¼")

536mm (21⅛")

Dado 판넬을 위한 설치방법
1.

롤에서 각 판넬을 자르고 칼과 재단 자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도려내어 모서리를
정리하십시오. 개별적인 디자인을 위한 추천 정리 치수들을 반대편의 표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2.

낭비 방지를 위해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재단길이를 결정하세요.

3.

Dado 판넬의 길이를 측정하십시오. Dado 판넬의 정리를 위해 걸레받이 위쪽으로 벽에
따로 수직선을 표시하십시오.

계단에 Dado 판넬 Lincrusta 설치
1. 계단 면 하단 부분과 윗 부분에 수직 다림선을 표시합니다 (그림 1).

Diag 1.

2. Dado 판넬의 길이를 측정해 이를 벽에도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한 두 점을 (그림 1, A 와 B)
잇습니다.
3.
4.

Dado 판넬을 반으로 절단합니다 (그림 2).
본을 떠 놓습니다 - Dado 판넬과 같은 크기로 두꺼운 종이를 잘라 놓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수진 선을
다림선에 맞추어 두꺼운 종이의 반대편에 걸레받이 표시를 합니다. 표시한 부분에 맞추어 절단합니다.
(그림 3, B 참고)

5.
6.

Lincrusta 다도 판넬의 반 사이즈 위에 이 본을 올리고 본 사이즈에 맞추어 판넬을 절단합니다. 남겨진
세모 모양의 자투리는 추후 다시 사용을 해야 하므로 옆에 잘 보관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 판넬을 다림선에 맞추어 걸레받이에 바르고, 세모 모양의 남겨진 부분을 판넬의 윗 부분에 발라
주십시오. (그림 3, A)

7.
8.

Dado 판넬과 Dado 선이 맞닿은 부분에 판넬의 절반 폭 이상이 되도록 수평선을 표시하십시오. 다음 판넬
절반을 수평선에 맞추어 발라주십시오.
계단의 꼭대기에 도달하기까지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 주시고, 계단 끝 지점부터는 전체 사이즈의
판넬을 사용해 주십시오.

다도 판넬 자르기 및 반복 정보

디자인
번호
RD1964FR

이름

높이

자르기 폭

비고

Edwardian

1016mm(40")

610mm (24")

RD1965FR

Art Nouveau

914mm(36")

540mm(21¼")

화살표와 수직 무늬 선을 수평이 되게
맞추어 자를 것
튤립의 꼭대기를 기점으로 자를 것

RD1966FR

Seville

914mm (36")

560mm (22")

RD1967FR

Gothic

914mm (36")

560mm (22")

화살표와 보더라인의 위가 수평이 되게
자를 것
화살표와 구불구불한 무늬가 수평이
되게 맞추어 자를 것

Lincrusta 탈지 방법
Lincrusta 를 벽 표면에 바르기 전, 탈지를 위하여 반드시 휘발유 혹은 테레빈유등을 사용하여 여분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무린트천을 사용해 건조를 시킨 후,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하루 이상 기다리십시오.
보건 및 안전법 - 이와 같은 용액에 사용한 모든 천은 넓게 펼쳐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휘발성이 있는 용액을 사용할 때에는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Lincrusta 는 유성과 수성 페인트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유성 – 유성 에그셸 혹은 글로스를 두 번 덧칠 하기 전에 유성 전용 프라이머를 미리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탑코트를 발라 주십시오.
수성– 수성 에그셸 혹은 매트 페인트를 두 번 덧칠 하기 전에 수성 전용 아크릴 베이스의 프라이머를
미리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탑코트를 발라 주십시오. 필요시 보호를 위해 실내장식용 광택제를
발라 주십시오. 페인트 대안으로 제조자의 사용방법 가이드에 따라 다양한 실내장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개장 방법
Lincrusta 를 개장하시려면, 벽 표면의 먼지와 기름때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 후 해당 페인트에 맞는
프라이머를 발라 주십시오.
화재 성능
-BS EN15102:2007 와 따라이 제품 클래스 B-s 2, d0 누리고 있다
-ASTM E84 함께 따라이 제품은 클래스 1 또는 A 를 획득 했다
비고
이 사용 설명서는 일반적인 지침을 위한 문서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고객상담실로
연락 (전화 +44 (0) 1254 222803 혹은 email enquiries@lincrusta.com) 주시기 바랍니다.

Lincrusta 는 Heritage Wallcoverings Ltd 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