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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켐프의 전창일 대표입니다.

저희 켐프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켐프는 2011년 설립한 이래 다양한 산업군에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기술혁신, 책임, 

신뢰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켐프의 혁신적인 기술이 귀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am Chon Chang-il, CEO of KEMP Co., Ltd.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interest in our technology.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1, KEMP has provided a varie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olutions to prevent corrosion of metals in various industries.

We also devote ourselves to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echnologies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responsibility and trust to pass on a good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I sincerely wish KEMP's innovative technology to be of great help to you.

Thank you.

2019. 3. 31

我是韩国KEMP(株)的全昌一代表。

非常感谢您对我公司的关注。

自2011年成立以来，韩国KEMP一直为各行业的金属防腐提供环保解决方案。

我们还致力于研发基于技术创新，责任和信任的环保技术，为下一代创造良好的环境。

我衷心希望KEMP的创新技术对贵公司会大有裨益。

谢谢。

1.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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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연혁

■ 파트너社

01월     중국 청도 R&D Center 설립

02월     현대자동차 Muffler Flange류 부식방지 코팅업체(세종공업 납품)

03월     농어촌공사용 산업용 Radiator Cooling System Coil Higanic 도료 확정

01월     특허등록 – 판상형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방식 조성물

03월     CAN SPRAY 제작 출시

01월     상표등록 KEMPZIN

           알코올기반 KEMPZIN ZF2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HIGANIC 도료 출시

07월     한국 KEMP 중국 상해 지사 설립

11월     201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연구마을)선정 – 사업화(사업기간 12월)

           특허등록 – 방식성 이중 도료 조성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코팅 방법

           공기조화기(HVAC) 독점공급계약체결 – 서번산업

01월     Lloyd 선급인증(영국)

02월     ABS 선급인증(미국)

04월     울산 테크노파크 창업스타기업 선정-유망기업 지정

06월     RINA WPS 선급인증(이탈리아)

           중국 CIMC Project Techniligy Joint Venture 체결

07월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연구마을)선정 – 기술개발(사업기간 12개월)

           미국 FDA 21 CFR 175_300 용출시험 PASS

08월     2015 2차 울산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조선기자재분과)선정(사업기간 12개월)

09월     신제품 개발 건 특허 출원 3종

04월     상호명 변경 ㈜켐프

05월     한국동서발전㈜ Test-Bed 협약 체결

08월     ISO14001 인증

           국내/PCT 판상 아연분말이 혼합된 안료 분리형 수성도료 조성물 특허 출원

09월     RINA 선급승인(이탈리아)

10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정서 체결

           환경마크 인증

12월     중국사강철강(Sha-Steel) 도료 유통공장 합작 및 칼라강판 공장 합작설립에 관한 MOU 체결

0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7월     벤처기업 인증

03월     안료분리형 아연계 수성도료 조성물 외 4종 특허등록

1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체결

04월     ㈜동진하이테크 법인설립

08월     공장등록, ISO 9001 인증

10월     울산대학교 그린카 인재양성 협약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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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특허출원 - 아연도금  내식성 향상을 위한 크롬프리 표면처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아연도금된 금속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외 5개)

06월     인도 B/S 센터 설립

10월     중소벤처기업부 R&D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1월     중소벤처기업부 R&D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3. 회사개요 및 인증

ISO 14001ISO 9001상표등록증

KISTI 패밀리기업
지정서

KRICT 멤버십기업
지정서

울산테크노파크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협약서

영산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호협력 협정서

울산대학교
그린카 인재양성

협약서

한국동서발전(주)
중소기업자체개발

제품 협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사업

약정서

기업부설연구소 Venture Firm 환경표지인증서유망기업 지정서

■인증

ABS, RINA, LLOYD'S 선급인증

KEMP는 친환경 고내식성의 금속도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세계의 고객社에 금속의 부식 방지 기술 제품과 

아연도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8종

■특허 출원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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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KEMP 기업 부설연구소는 완전 수성 4세대 금속도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특허 등록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EMP는 자동차, 해양, 조선, 도로엔지니어링 등의 시장에 친환경 자연 건조형 무기 아연도금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철, 비철금속의 부식 억제제, 용융아연도금 성능강화제, 부식된 용융아연도금의 보수제 등 

도금의 성능을 강화하고,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th GENERATION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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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내식 친환경 무기 아연도금 공법

Innozinc



4세대 아연도금 기술, 혁신적인 친환경 도금

■ 특성

1. SST 700hr ~ 1500hr의 고내식 도금입니다.

2.  친환경 전처리 / 무기질 도금 / 친환경 후처리로 유해 VOC,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코팅입니다.

3. 전처리 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발생이 적고, 수소취성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4. 표면이 미려하고, 전기도금 형태로 스크래치 등 물리적 충격에 강합니다.

5. 완전 자동화가 시스템이 가능하여, 설비의 구성에 따라 생산가격이 경제적이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6.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고내식 금속도료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INNOZINC는 KEMP의 독자적인 친환경 전처리와 무기 도금, 후처리로,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존 도금의 경제적이고, 강력한 물성의 장점과, 금속도료의 고내식 장점만을 합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연도금 방식입니다.

기존 전기 아연도금의 약한 내식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금 과정에서 KEMP에서 개발한 아연도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반응형 Si를 아연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아연을 안정화시키고, 소재를 우수한 성능으로 보호합니다.

Si 아연도금층에 깊숙히 침투되어, 아연과 연속적인 축합 반응으로 생성된 치밀하고, 견고한 망상구조 피막층 입니다. 

부식인자의 침투를 막아, 내식성을 향상시킵니다.

초박막 형태의 무기피막층으로, 물리적 충격에도 문제발생이 없고, 자외선, 화학물질에 내성을 가지는 층입니다.

■ 메카니즘

철[Fe]

Si 아연 도금층

Si - O - Zn 화학적 결합 층

대기중 수분과 반응하여 형성된 도막

도막두께

1Cycle Time

내식성

코팅방법

컬러

8㎛, 15㎛ (평균 도막 두께)

최소 37min [소재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SST 700hr ~ 1500hr

친환경 전처리 -> Si 아연도금 -> 활성화 처리 -> 친환경 후처리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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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식 성능 [툴링 장비를 이용한 물리적 충격 2회 후 내식성 테스트 ASTM B117]

■ 적용처

1. 전처리 : 기존 아연도금 대비 폐수 발생을 1/3로 줄입니다. 녹과 아연에만 반응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안전과 수소취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 아연도금 : 반응형 Si를 첨가하여, 아연의 활성화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합니다.

3. 활성화처리 : 질산을 대체하는 친환경 활성화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후처리 : 크롬화합물(Cr6+, 3+)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세공정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전체 공정 시간이 최소 37분으로 축소되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연도금 공정은 적청 발생시 까지 전기아연도금은 SST 200hr, 용융아연도금은 SST 480hr 이나, INNOZINC는 SST 
1500hr 에도 적청 발생이 없으며, 2회 툴링 테스트(물리적 충격) 후에도 적청 발생 없이 내식력을 유지합니다.

■ 이노징크 도금 양산 공정

포장
활성화
(친환경)

건조
(물기제거)

후처리제
(친환경, 침지 또는 스프레이)

수세 2회
건조

(상온 또는 60℃ 5분)

입고 수세 2회 수세 2회중화
아연도금
(성능향상)

유분 + 녹제거
(친환경)

전처리

활성화 처리 후처리

아연도금

Before Test SST 880hrSST 240hr SST 408hr SST 1070hr SST 1500hr

자동차 : 전기아연, 니켈도금, 금속코팅 대체 조선 : 패스너, 케이블 트레이 등 도로엔지니어링 : 철탑, 가드레일, 교통지주 등

Innozinc Erectro Galvanizing

Before Test
[After Tooling 2times] 

SST 700hr
[After Tooling 2times]

Hot-dip Galvanizing 2C 2B Al Zn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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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est 

SST 1560hr 

 

   INNOZINC (장석 시편) 염수분무시험 1560시간 확인결과 표면에 일부 백청 및 다량의 흑화가 발생되나,  

 

표면 전체적으로 적청 발생없이 매우 양호한 방청성능을 구현하고 있음.  

 

* Cr3+/6+ 크로메이트 처리된 전기아연도금 제품 대비 방청성능이(3~4배 이상) 매우 우수함을 확인. 

TEST REPORT 
 

Report No. 

: KPRD-20191210-01 

Test Item 

: 중성염수분무시험 

(Neutral Salt Spray Test) 

Test Period  

: 2019.10.07  

~ 2019.12.10 (65일) 

Test Method 

: ASTM B117 NaCl 5% | 35℃  표준 

Sample 

: INNOZINC 평균 15㎛-바렐Type(장석시편) 

Test Aim 

: INNOZINC 염수 내식성 신뢰성 평가

 
 

 

 

 

 

 

 

 

 

 

 

 

 

 

 

 

          

 

 

TEST RESULT 

 
 

작성자 : 이한솔 

기술책임자: 한덕수 

Tel. +82-52-289-1155 

E-mail : kempkorea@naver.com 

 

KEMP Research Laboratory  

PRESIDENT  

 

Before Test 

SST 1560hr 

 

   INNOZINC (PIPE 시편) 염수분무시험 1560시간 확인결과 표면에 일부 백청 및 다량의 흑화가 발생되나,  

 

표면 전체적으로 적청 발생없이 매우 양호한 방청성능을 구현하고 있음.  

 

* Cr3+/6+ 크로메이트 처리된 전기아연도금 제품 대비 방청성능이(3~4배 이상) 매우 우수함을 확인. 

TEST REPORT 
 

Report No. 

: KPRD-20191210-02 

Test Item 

: 중성염수분무시험 

(Neutral Salt Spray Test) 

Test Period  

: 2019.10.07  

~ 2019.12.10 (45일) 

Test Method 

: ASTM B117 NaCl 5% | 35℃  표준 

Sample 

: INNOZINC 15㎛-바렐Type (PIPE 시편) 

Test Aim 

: INNOZINC 내식성 신뢰성 평가

 
 

 

 

 

 

 

 

 

 

 

 

 

 

 

 

 

          

 

 

TEST RESULT 

 
 

작성자 : 이한솔 

기술책임자: 한덕수 

Tel. +82-52-289-1155 

E-mail : kempkorea@naver.com 

 

KEMP Research Laboratory  

PRESIDENT  

SST 936hr 

 

Before Test 

 
    

  INNOZINC NO.9 * 2time (12㎛) 시험 결과 S.S.T 936시간에 헤드부 일부 백화 및 나사산부 10% 미만의 

 

흑점 및 백화가 일부 생성 되었으나, 표면에 적청 발생없이 우수한 내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TEST REPORT 
 

Report No. 

: KPRD-20191209-03 

Test Item 

: Neutral Salt Spray Test 

 (중성염수분무시험) 

Test Period  

: 2019.11.01 

~ 2019.12.09(39day) 

Test Method 

: ASTM B117 NaCl 5% | 35℃  standard 

Sample 

: INNOZINC NO.9 (12㎛) BOLT 

Test Aim 

: INNOZINC NO.9 * 2times Anticorrosion-TEST  

: Application Process 

>>Si-Electro-galvanizing+ INNOZINC NO.9 * 2times
 

 

 

 

 

 

 

 

 

 

 

 

 

 

 

 

 

          

 

 

 

TEST RESULT  

 

Writer : Lee Han-Sol 

Technical magaer: Han Duck-Su 

Tel. +82-52-289-1155 

E-mail : kempkorea@naver.com 

 

KEMP Research Laboratory  

PRESIDENT  

INNOZINC SST 936hr 용융아연도금 SST 1000hr 

 ININOZINC Before Test 

   염수테스트 - INNOZINC 볼트(12㎛) 936hr , 용융아연도금볼트(70㎛)를 1000hr 가속 시험후 확인 결과 

   

   - INNOZINC는 표면에 일부 백청 및 흑점이 발생되었으나, 적청 발생이 없음. 

   - 용융아연도금은 표면 전체에 백화가 다량 발생되었고, 다량 적청 발생. 

  * 염수분무시험 936시간에서 INNOZINC는 용융아연도금 1000시간 대비 우수한 방청성능을 보임. 

용융아연도금 Before Test 

TEST REPORT 
 

Report No. 

: KPRD-20191205-04 

Test Item 

: Neutral Salt Spray Test 

 (중성염수분무시험) 

Test Period  

: 2019.11.01 

~ 2019.12.09(39day) 

Test Method 

: ASTM B117 NaCl 5% | 35℃  standard 

Sample 

: INNOZINC NO.9 (12㎛)  BOLT , HDG(70㎛) BOLT 

Test Aim 

: INNOZINC NO.9 * 2times VS HDG BOLT 

:  내식성능 비교 시험

 
 

 

 

 

 

 

 

 

  

 

 

 

 

 

 

 

          

 

 

 

TEST RESULT  

 

Writer : Lee Han-Sol 

Technical magaer: Han Duck-Su 

Tel. +82-52-289-1155 

E-mail : kempkorea@naver.com 

 

KEMP Research Laboratory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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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철의 부식 방지용 무기금속(아연, 알루미늄 복합) 코팅제

KEMPZIN
ZF2



자연건조형 친환경 고내식 금속 코팅

■ 특성

■ 코팅공정

1. 1코팅 후 상온 자연건조로 냉각 시간이 필요없으며,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됩니다.

2. 대형 제품은 자연건조로, 대량 생산이 필요한 제품은 1회 코팅 1회 베이킹(200℃ 20분)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KEMPZINZF2 1코팅 1베이킹 or 자연건조

탈지 쇼트블라스트 1면

스프레이 코팅

2면
스프레이 코팅

예열구역 가열구역

열건조 200℃ 20분
상온건조 15분
지촉건조 5분

건조 핸들링
자연 건조 1 일

냉각

소형/중형 제품

대형 제품

1. 자연건조형 코팅으로 철구조물의 크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작업 가능 합니다.

2. 유해 VOC,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Cr6+나 Cr3+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얇은 도막 15~20㎛에 SST 1000hr 이상의 내식성능을 발휘합니다.

4. 빠른 포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200℃에 20분 열건조 후 포장 가능 합니다.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경우에는 1일 자연건조 후 포장 가능 합니다.

5. 코팅 후 상온 자연건조로 도막이 형성되어 건조에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면 코팅이 필요한 소재의 경우 ‘1면 스프레이 > 5분 지촉건조 > 2면 스프레이 > 건조’로 효율적 입니다.

■ 매커니즘

Substrate (Fe)

희생양극

부식인자

KEMPZIN
ZF2

Powder kit.2

KEMPZIN
ZF2

Binder kit.1

12



■ 성능비교
1. ZF2 볼트 VS 아연도금 볼트 (용융아연도금 / 전기아연도금)

2. ZF2 볼트 VS Zinc,Al 2C2B 볼트

Before Test SST 700hr SST 1500hr SST 2500hr

KEMPZIN ZF2 Bolt
Before Test SST 700hr SST 1500hr SST 2500hr

zinc Al 2coat 2baking Bolt

KEMPZIN
ZF2
bolt

Hot dip
Galvanizing

bolt

Before Test SST 120hr SST 480hr SST 700hr SST 1000hr SST 1000hr Bolt body

Electro
Galvanizing

bolt

성능

환경성

코팅 방법

지촉 건조

건조 조건

컬러

내식성 : 15㎛ : SST 1000hr

내열성 : 400℃

유해 VOC, 중금속, Cr3+, Cr6+ 없음

스프레이 [-5℃ ~ 35℃]

상온 5분 이내

자연건조 (상온) | 열건조 200℃ 20min

메탈릭 실버

KEMP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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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ng Test

SST 1000hr

Cycle Test(40)

Pencil Hardness Test

Impact Test

Abrasion resistance

Durability

부착성

내식성

복합부식성

경도

충격성

내마모성

내구성

5B

No problem

No problem

6H

6.9

10mg

Good

■ 성능

14



6-3. 아연도금의 성능향상 무기 투명 코팅제



KEMP

■ 특성

1. 다양한 코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딥스핀, 딥드레인 가능]

2.  유해 VOC, 중금속이 없으며, 자일란 톨루엔이 없는 친환경 코팅입니다.

3. 빠른 자연건조와 간단한 작업방식으로  코팅 작업 후 5분 이내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4.  용융 아연도금 상도로 기존 성능의 2배 (SST 1000hr) 이상으로 향상됩니다.  전기 아연도금 상도로 기존 성능의 2배 이상 
(SST 700hr) 향상됩니다. 

아연도금(전기, 용융, 용사) 성능 강화제

내식성

QUV

코팅방법

건조조건

컬러

용융아연도금 상도 SST 1500hr | 전기아연도금 상도 SST 700hr

3,864hr 이상 없음

스프레이, 딥핑, 딥드레인 (소재온도 : 60℃ 미만)

자연건조 (10분 이내 지촉건조) / 열풍건조 60℃ 10분

투명

■ 메카니즘

아연도금 층

기존도금과 화학적 반응으로 형성된 도막
도료가 아연층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치밀하고 투명한 도막을 형성

대기중 수분과 반응하여 형성된 도막

G+PLUS

16



G+PLUS 용융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GPLUS 성능 강화

Before Test

Before Test

SST 550hr

SST 240hr SST 480hr

SST 1000hr SST 1500hr

[용융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용융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용융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 GPLUS

[용융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 GPLUS

GPLUS 1번 코팅으로 용융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보다 약 3배 긴 내식성능을 가질 수 있으며, 백색 크로메이트 

처리 후에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금 표면에 백청 발생을 막아, 미려한 표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KEMP 기업부설연구소
17



G+PLUS 용융아연도금 GPLUS 성능 강화

Before Test

Before Test SST 550hr SST 800hr SST 1000hr SST 1500hr

SST 1000hr

[용융아연도금]

+ GPLUS

[용융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 GPLUS>

<용융아연도금>

GPLUS 1번 코팅으로 용융아연도금보다 약 3배 이상의 내식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GPLUS는 도금 표면에 

백청 발생을 막아, 미려한 표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융아연도금 볼트나 너트의 경우, 

백청으로 인한 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KEMP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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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US 전기아연도금 GPLUS 성능 강화

G+PLUS 전기아연도금 GPLUS 성능 강화 볼트 툴링 테스트

Before Test SST 720hr

<전기아연도금 + GPLUS>

<전기아연도금>

Before Test Before TestSST 500hr SST 600hr SST 500hr SST 600hr

<전기아연도금 + GPLUS> <전기아연도금>

GPLUS 1번 코팅으로 전기아연도금 + 크로메이트보다 약 3배 이상의 내식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GPLUS는 

전기아연도금 표면에 부식 발생을 막아, 미려한 표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아연도금 볼트나 

너트의 경우, 적청으로 인한 나사산 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기아연도금 + GPLUS 볼트는 툴링(체결시 발생하는 강력한 물리적 충격)에도 내식 성능을 유지합니다.

KEMP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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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PLUS 용사 GPLUS 성능 강화

G+PLUS 용사 GPLUS + 에폭시 성능 강화제품 부착력 테스트

Taping Test DOLLY TEST : 6.0MPa Taping Test DOLLY TEST : 5.4MPa

Before Test SST 198hr SST 500hr SST 198hr SST 500hrBefore Test

<용사 + GPLUS(스프레이) + 에폭시> <용사 + GPLUS(디핑) + 에폭시>

KEMP 기업부설연구소

Before Test SST 168hr SST 720hr Before Test SST 168hr SST 720hr

<용사 200㎛ + GPLUS> <용사 200㎛>

아연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GPLUS는 용사에 적용시에도 소재 표면의 백청 저감, 내식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결과 값을 가집니다. 

아연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GPLUS는 용사 200㎛ + GPLUS + 에폭시 70㎛ 적용시에도 뛰어난 내식성능과 

부착성능을 가집니다. 

SST 500hr 후 부착성 SST 500hr 후 부착성



G+PLUS QUV TEST 자외선 촉진 내후성 시험

Before Test After 3864hr

GPLUS는 무기질 코팅으로 자외선 촉진 내후성 시험에서 색변화가 없을 뿐만아니라, 아연과 결합하여 생선된 

강한 도막은 용융아연도금의 내후성을 향상 시킵니다.

<용융아연도금 +  GPLUS>

<용융아연도금>

G+PLUS RoHS 테스트

RoHS 테스트 결과 유해 VOC 27종이 ‘검출안됨’결과를 받아 안전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GPLUS는 자일렌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전혀 함유하지 않습니다.

21



G+PLUS AEROSOL 캔스프레이 손상된 아연층 터치업 시험

GPLUS는 손상된 아연층과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부식인자의 침투를 막아, 내식성을 향상시키고, 상도장의 

부착성을 방해하지 않아, 물리적 충격으로 손상된 아연층에 Touch Up 용도로 적합합니다.

내용

내식성

상도 부착력

코팅두께

건조조건

컬러

물리적 충격으로 손상된 아연층 보호

전기아연도금 700hr / 용융아연도금 1000hr / 이노징크 1200hr

지오멧 1000hr / KEMPZIN ZF2 2000hr

돌리 : 5~7MPa / Tape Test : 5B 

2 ~ 5㎛

자연건조 (10분 이내 지촉건조)

투명

Before

Tooling

2Times

After the tooling 2times Bolt, Nut After the tooling 2times Bolt, Nut 
+ GPLUS Aerosol Touch Up

SST
48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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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손상된 아연도금의 보수용 무기 금속 코팅제

G.SAVE



■ 특성

1. 자연건조, 상온 경화 타입으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2. 유해 VOC,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며, Cr6+나 Cr3+가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3. 브러쉬나 고압 수세척 후 스프레이나 롤러로 간단하게 코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팅 후 10분내 건조 됩니다.

4. 부식된 용융아연도금 표면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벗겨지거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5. 부식된 용융아연도금 보수시 1,000hr 이상 성능이 강화되며,(용융아연도금의 2배) 뛰어난 내식성능으로 백청발생이 거의 

없어, 미려한 외관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G.SAVE
Powder kit.2

G.SAVE
Binder kit.1

용융아연도금 현장 보수제

■ 용융아연도금의 부식

1. 용융아연도금은 일반환경에서 아연의 희생양극 방식으로 3개월부터 광택을 잃기 시작하여, 6개월 이후 부터 변색이 됩니다.

    

2. 용융아연도금은 연간 약 2㎛의 아연층이 손실되고, 일반 환경에서는 10~15년 후 아연층이 완전히 손실되면서, 붉은 색의 

적청이 발생됩니다. [해양환경에서는 일반환경보다 더 쉽고 빠르게 부식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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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성

코팅방법

작업조건

건조조건

컬러

용융아연도금 보수시 SST 1000hr

에어스프레이(HVLP), 롤러

상온, 소재온도 : -5℃~40℃

자연건조

상온 10분내 지촉건조 (15~25℃)

실버

■ 용융아연도금 보수현황 [ex) 가드레일]

1. 가드레일 교체

    용융아연도금 가드레일의 도금층의 기능이 다하면, 원소재의 성능과 상관없이 가드레일 전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가드레일도 도시 미관을 위하여 일부구간이나 전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2. 유기 도장 보수

   유기도장을 이용하여 용융아연도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할 경우 아연용융도금의 백청이 도장층을  밀어올려 2~3년 

내에 도막이 필름처럼 벗겨집니다. 현재는 유기도장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3. 보수방법의 부재

   동일한 용융아연방식의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해체해서 도금, 재설치 경제성 없음)

   금속도료 코팅(지오멧 등) 현장 열건조 불가능합니다. (320도 30분 2회 열처리) 

   분체도장은 현장 열건조 불가능합니다. (200도 20분 열처리)

기존 용융아연도금 보수 도막 박리 현상

O2, H2O O2, H2O

Hot-dip galvanizing layer

Fe

Paint layerWHITE RUST

ZnO, Zn(OH)2

페인트 박리

■ 용융아연도금 손상부위 터치업 [G.SAVE 캔스프레이]

내식성

코팅방법

작업조건

건조조건

컬러

용융아연도금 보수 SST 700hr

스프레이

상온, 소재온도 : -5℃~40℃

자연건조

상온 10분내 지촉건조 (15~25℃)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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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중국 산둥 지난시
용융아연도금

가드레일 보수

중국 베이징시 용융아연도금 가드레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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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식성 - 용융아연도금 vs 용융아연도금+GSAVE

GSAVE 1번 코팅으로, 단독 용융아연도금의 보다 약 6배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으며, 

백청이 발생하지 않아, 미려한 표면이 유지됩니다.

[용융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 GSAVE]

의 친환경성

1. GSAVE는 유해 VOC 및 RoHS(6대 중금속)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 도료 입니다.

2.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친환경적입니다.

3.  보수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스프레이로 도포한 시편을 IEC 62321 Ed.1 : 2008에 의거하여 테스트한 결과 Pb, Cd, Hg, Cr6+ 까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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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철금속의 부식방지 유,무기 복합 코팅제

HiGANiC



2. HIGANIC vs Aluminium diecasting

간단한 공정의 비철금속 부식방지제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마그네슘,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

■ 특성

■ 코팅 공정

HiGANiC은 특별한 전처리 없이 탈지 후, 스프레이, 딥핑 및 딥스핀 등의 방식으로 코팅할 수 있습니다.

Filter Pump

Conveyor 

Drain-off return

탈지 300℃ 25분 건조 200℃ 20분

Spray

Dip drain
or

Before Test After Test

SST
2000hr

Aluminum die-casting

QUV
600hr

SST 2000hr

QUV 600hr

ROHS

마찰계수

부착성

연필경도

열전도도

양호

△E 0.2 / 광택유지 99%

Pb외 25종 검출안됨

동마찰 0.4 / 정마찰 0.37

5B

4H

63.6 W/m.K

■ 내식성
1. HIGANIC Corrosion resistance, Q-UV

0hrSST 24hr 48hr 72hr

96hr 168hr 480hr 720hr
Al
+

HiGANiC

0hrSST 24hr 48hr 72hr

96hr 168hr 480hr 720hrAl

1. 스프레이, 딥 스핀, 딥 드레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코팅이 가능합니다.

2. 유해 VOC, 중금속이 없고,  Cr6+나 Cr3+가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3. 비철금속에 뛰어난 내식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알루미늄에 사용할 경우 SST 2000hr 이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4.  다양한 컬러로 색상보존력이 매우뛰어나며, 내구성이 우수함.

5. 탈지 외의 별도의 전처리(프라이머 처리 등)가 필요없습니다.

HiGANiC
R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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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환경성

코팅방법

건조조건

컬러

알루미늄 재료 SST 2000hr 이상

유해 VOC,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코팅

스프레이, 딥스핀, 디핑

200℃ 20min

유광, 무광, 반광, 펄

■ 성능 [Al 소재 기준]

내화학성

내후성 Q-UV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식성

환경성

경도

KSM ISO 2812-07

KSM ISO 4892-03, KSA0066

KSM 3802

ASTM DR 4060-14

ASTM D 2794-93

KSD 9502, ASTM B 117

Pb, Cd, Hg, Cr6+ 

ASTM_D3363

우수

우수

우수

10mg미만

12N.M

SST 2000hr All right

검출안됨

4H / 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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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 Dao Branch, R&D Center Ulsan Head Office 
       & Factory

Seoul Office

New Delhi Branch

제품 적용국가

KEMP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대한민국 수출 기업입니다,  

KEMP는 중국 칭다오 지사, 중국 R&D 센터, 인도 뉴델리 지사를 기반으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  용  처

조선, 자동차, 도로엔지니어링, 철도,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산업 전반 
철의 부식을 막는 친환경 고내식성 자연건조형 금속도료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부식을

방지하는 산업 전반 
비철의 금속의 부식을 막는 친환경 고내식성 저온 건조형 금속도료 

용융아연도금, 전기아연도금, GI, EGI 등

크로메이트 후처리제 대체
친환경 아연도금 성능을 향상제 (내식성 4배 향상)

기술 명 특  징

가드레일, 신호등, 이정표 철주 등

설치되어있는 용융아연도금 철 구조물
부식된 용융아연도금 철구조물 친환경 현장 재 도금제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고내식 금속도료 대체
혁신적인 친환경 자동 도금 공정

7. 기술요약 및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기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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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2. 289. 1155 / 6

Fax. 052. 289. 1157

kempkorea@naver.com

울산광역시 북구 책골길 50(효문동 158) 44252 주식회사 켐프 

www.kemp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