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귀하의 차량을 보
호할 수 있습니다
4만 피트까지 테스트 완료

-50 ~ +50도 (℃)

일년 1백만 마일

시속 850 km

PERMAGARD
IS APPROVED
BY
PERMAGARD는
다음과 같이
승인받았습니다:
PERMAGARD
USED BY
PERMAGARD는
다음으로부터IS사용됩니다:

PERMANENT

|

PERFORMANCE

|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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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보호막

가죽 처리

귀하의 차량에 Permagard 코팅이 전면 도포시켜
도포된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페인트가 극단적 환경에서 완벽히
격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ermagard의 우수한 가죽 처리와 오래 지속되는
유연제는 전체 내부 가죽을 보호하여 장기간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풍이 잘되며
유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특징:

특징:

울트라-광택
공장 페인트 구성표 이상의 ‘유리 같은’ 마무리.

보존
새것의 가죽 모양과 냄새를 유지 및 보존합니다.

자외선 방지 기술
광택과 페인트가 바래지고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호
자외선 및 자외선 노출로 인한 균열 및 바래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간단한 유지 보수
자체 청소 기능, 먼지와 얼룩을 막아주고 왁스칠과
광택 처리 할 필요 없이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방지
일반 유출 및 먼지를 막아줍니다.

얼룩 방지
환경 오염 물질, 산성 물질 및 산업 공해와
동물 및 유기 물질에 대한 1차 화학적 방어벽

마모를 줄여줍니다
오염을 줄여 가죽에 묻은 오염 물질의
마찰을 줄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평생 보증

평생 보증

직물 처리

비닐 처리

Permagard의 내부 혼성 중합체 기술은 모든 액체 및
수계 유출을 지속적으로 막기 위해서 귀하의 차량의
카펫 및 직물 등 모든 섬유를 보호합니다. 액체는 시트 또는
씌우개의 표면에 ‘구슬 모양’으로 남아있어 얼룩이나
직물 손상을 막아내고 간단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Permagard의 내구성 강한 내부 코팅은 흠집이나 얼룩을
방지하는 보호벽을 제공합니다. 처리된 표면은 청소하기
훨씬 쉬워지며 유해한 자외선 및 고온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 표면이 마모 및 퇴색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징:
혼성 중합체 기술
모든 섬유를 보호해줍니다.
보호
음식물 및 물의 얼룩을 방지합니다.
방지
액체가 표면에 방울로 맺혀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특징:
흠집 보호
흠집을 방지하는 보호벽.
보호
자외선 보호 및 자외선 노출로 인한 균열 및 퇴색 방지.
방지
일반 유출 및 먼지를 막아줍니다.
평생 보증

자외선 보호
자외선 차단 및 조기 퇴색을 막아줍니다.
평생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