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MP G-SAVE 아연도금 구조물 현장 보수제 

KEMP GSAVE는 손상된 용융 아연 도금의 보호를 위해 설계된 무기 자체 경화 아연 플레이크 코팅입니다. 그것은 초기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손상된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고밀도 아연 플레이크 부채 모양의 조밀 한 유리 필름을 

고정시킵니다. GSAVE는 인체에 유해한 용제 (자일 렌, 톨루엔 등)가 없고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인 무기 금속 

코팅입니다. 

용도 
오래된 (손상된) 용융 아연 도금의 복원 

특성 
1. 마감상태 : 무광, Metallic Silver 

2. 지촉건조 : 고착건조에는 5 ~ 10 분이 소요 l 

                 자연건조 후 1일 후와 7일 후에 각각 예상 

3. 고형분용적비 : 34% ISO 3233 

4. 이론도포율 : 평면에서 20 ~ 30㎛ 으로 17 ~ 11㎡/kg 

5. 비중 : 혼합물 약 1±0.02 ASTM D1475 

6. 코팅 방법 : 스프레이(HVLP), 롤러 

7. 초기 제조 점도 Zahn #3 : 14 ~ 16초 

   최대 사용 가능 점도 : 25초 이내(스프레이, 롤러) 

8. 내열온도 : 450℃ 

9. 저장기간 : 제조년월부터 10개월 (상온 밀봉상태) 

도장사양 
1. 표면 전처리 

 : 고압수 및 플라스틱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융아연도금된 강철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오염이 심하지 않고 고압 수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브러시와 고압에어로 청소하십시오) 

 : 표면에 남은 물이 완전히 마르도록하십시오. 

 : 용융아연도금표면에 녹이 발생한 경우 녹을 제거하십시오. 

   (장비 사용이 효과적이며 화학적 녹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도장조건 

 : 도장환경 주변 온도는 0℃ ~ 35℃가 적합합니다. 

 : 상대습도는 85%이하가 적합합니다. 

 : 소재 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보다 3℃이상 높아야 합니다. 

3. 혼합 

 : P/1(Binder) : P/2(Zinc Flake) : P/3 (Aluminum Flake) 

   = 무게비 (1 : 0.27 : 0.03) 

 : 지시된 비율로 혼합하십시오. 

 : 용기 내부로 P/1 용액이 보텍스(소용돌이)가 형성되도록 교반하면서 P/3, P/2 파우더를 

천천히 넣고 금속분말이 엉김현상 없이 분산되도록 약 20분 이상 교반하십시오. ※ 도료를 

100Mesh 망에 걸러서 사용하면, 희석 작업시 오염물질, 먼지등이 여과되어 

스프레이 노즐 구경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가사시간 

 : 혼합 후 사용기간 40hr 이내 

 : 혼합 후 상온 밀봉시 사용기간 72hr 이내 (5 ~ 10℃ 냉장보관 추천) 

   (최대 3일 전 새로운 GSAVE와 혼합시 12hr 더 사용가능 합니다.) 

5. 희석제 (I.P.A, N-butanol) 

 : 점도 상승 희석조건 (Zahn #3 25s 초과시) 

 : 점도 상승시 I.P.A를 5~20% 희석하여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 

 : 점도 상승시 새로운 GSAVE 20 ~ 40% 희석하면 12hr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6. 도장 방법 

 : 에어 스프레이 건으로 코팅시 노즐 직경 : 1.5 ~ 2mm, 

   주입 압력 : 2kgf / ㎠ ~ 4kgf / ㎠ 및 주입 각도 : 정면 각도     

 : HVLP 스프레이 건으로 코팅시 

   노즐 직경 : 1.5 ~ 2mm, 

   주입 각도 : 정면 각도 

도장 공정 
1.  세척  :  고압  수  및  플라스틱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융아연도금된  강철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2. 표면 건조 : 자연 건조 또는 고압 송풍 

3. 코팅 : 표시된 비율에 따라 GSAVE를 혼합한 후 필터링 후 사용합니다. (더스트코팅을 

방지하십시오.) 

4. 건조 : 자연건조 

5. 도막두께 : 건조 도막 두께 20 ~ 30㎛ 권장 

기타 주의 사항 
1. 제품 코팅 후 빠르게 고온 용액에 코팅된 제품을 넣으면 기포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말이 가라 앉지 않도록 페인트를 천천히 교반하십시오. 

3. 코팅 공정 중 코팅된 부분이 먼지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스프레이건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5. 눈과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시 자극을 일으키니, 주의하십시오.(MSDS참고) 

6. 작업 시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하십시오. 

7. 저장 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8. 그 외의 문의 사항은 E-Mail 또는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KEMP

※ 본 기술자료의 정보는 기술 연구소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되었으며, 당사의 품질 개발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전 본 기술자료가 최근 개정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에 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