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MP GPLUS (1액형 투명)                              Inorganic Clear Coating 

GPLUS 제품은 수용성 무기질 타입의 1액형 투명제품으로 RoHS기준을 만족하며, 유해화학물질이 미포함 된 친

환경 코팅제 입니다. 뛰어난 전기 화학적 반응 및 유리막 형성을 통해 전기 및 용융아연도금, 금속 방청 코팅

제의 성능향상이 가능합니다. 

 

용도                                                                       
전기(용융)아연도금의 성능 강화제 (흑변, 백화 및 적청발생 억제능력 우수) 

전기(용융)아연도금의 백청 발생 지연으로 상도장 부착 유지 성능 강화 

금속 방청 코팅제(Ex. GEOMET)의 성능강화제 

 

특성                                                                        
1. 외관상태 : 투명 

2. 건조시간 : 지촉건조 5 ~ 10분 | 상온자연건조 | 저온건조 (60~80℃*20min)   

3. 고형분용적비 : 14%  ISO3233 

4. 추천도막두께 :1~3㎛ (최대한 얇게 도포하십시오.) 

5. 이론도포율 : 평면에서 140~28㎡/kg  

6. 비중 : 0.92±0.01 ASTM D1475  

7. 코팅 방법 : Spray, Dipdrain, Dipspin  

8. 점도 Zahn #3 : 12±1초  

9. 저장기간 : 제조년월부터 12개월 (밀봉상태) 

 

 

적용이점                                                                        
∙ 전기,용융 아연도금제품의 성능강화제 (흑변, 백화, 적청발생 억제 능력 우수)  

∙ 금속 코팅제의 옥외 고내식의 요구 제품 내식성 향상  

 

적용방법                                                                    
1. 표면 전처리  

- 전기,용융아연도금 : IPA세척제를 사용하여, 소지에 유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합니다.(닦음, 침적 후 블로윙) 

                     (표면오염이 없을 경우 바로 적용 가능) 

                     도금 처리 후 장기간 방치시 산화피막 물질 생성으로 접착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도금 처리 후 빠른시간 (1~2일)이내 코팅 처리 필요. (산화물질은 사포로 제거) 

 

- 금속 방청 코팅제 (Ex. GEOMET) : 제품에 추가 유분 및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도장 방법 
-    SPRAY TYPE : 노즐구경 : 1.3 ~ 1.8mm , 분사압력 : 2kgf/㎠ ~ 3kgf/㎠ , 분사 각도 : 40 ~ 60° 

-  DIPSPIN TYPE : Dipping 10~20sec , Drain time 20~30sec , Spin time 4~500rpm * 10sec 

- DIPDRAIN TYPE : Dipping 10~20sec , Drain time 1분 (소재 크기 형상에 따라 상이)  

 



3. 건조 방법 
- 상온건조 

- 저온건조 : 60~80℃*20min 

 

*테스트는 건조 후 7일 뒤 진행하십시오. 

 

유의사항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십시오.   

  다량의 물이 혼입 될 경우 GPLUS 용액의 엉김 및 이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 혼입을 방지 하십시오.  

  높은 온도의 소재를 GPLUS 침적을 하지 마십시오. (소재 최대 허용온도 40℃ 이하) 

  작업 시 충분히 환기 하에서 작업하십시오. 

  * 도막이 두꺼울 경우 crack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얇게 코팅하십시오. 

 

보관방법                                                                  

 밀폐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관 온도는 0℃~ 40℃를 유지하십시오. 

 화기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사용 후 용기 내에 잔량이 있을 경우 바로 뚜껑을 닫아 용기를 밀폐하십시오.  

 

포장단위                                                                 
  16kg 제리캔 

170kg 드럼캔 

 

 

 

 

 

 

 

 

 

 
이 기술정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용 방법과 조건에 따라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문의사항시 본사에 연락하여 추가 대응방안 

에 대해서 확인 하십시오.  

* 최근 개정본인지 확인하십시오.  

 

KEMP KOREA : 울산광역시 북구 책골길 50 ㈜KEMP    TEL: +82-52-289-1155  FAX: +82-52-289-1157 

              50, Chaekgol-gil, Buk-gu, Ulsan, Republic of Korea  E-MAIL : kempkore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