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철 (주물 포함) 보호 코팅, 볼트 너트 보호 코팅, 알루미늄 보호 코팅

강한 내식이 요구되는 금속제의 코팅, 기존 용융아연도금의 보수 , 

특성

1. 마감상태 : 무광, Metallic Silver

2. 건조시간 : 지촉 건조 5 ~ 10분 | 완전 건조 200℃ * 20min

    (자연건조 1일 후 기초 물성 발현 , 7일 후 완전 물성 발현)

3. 고형분용적비 : 34%  ISO3233 

4. 이론도포율 : 평면에서 10 ~ 20㎛ 으로 34 ~ 17㎡/kg

5. 비중 : 혼합물 약 1± 0.02 ASTM D1475

6. 코팅 TYPE : Spray, Dip, Dipspin

7. 초기 제조 점도 Zahn #3 : 14 ~ 16초

 최대 사용 가능 점도 : Spray 25초 이내, Dip 22초 이내, Dipspin 30초 이내

8. 내열온도 :  400℃ ~ 450℃

9. 저장기간 : 제조년월부터 10개월 (상온 밀봉상태)

도장사양

1. 표면 전처리

 :소재 유분을 용제세척 또는 열세척 350℃를 하여 완전히 제거 합니다.           

: Shot blast ball 0.3~0.5mm 또는 Sand blast grit #120~150를       

      사용하여 표면에 녹 및 스케일제거 합니다.

 : 화성피막처리 (인산철, 인산아연) 소재의 경우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2. 도장조건

 - 도장환경 주변 온도는 0℃ ~ 35℃가 적합합니다.

 - 상대습도 85%이하

 - 소지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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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이상 교반하십시오.

  *도료를 100MESH 망에 사용하면 희석 작업시 오염된 티, 먼지등의 이물질

   여과로 스프레이 노즐 구경이 막히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4. 가사시간 (자세한 사항 다음 페이지 참고)

 

 : 혼합 후         사용  기간  48hr  이내

                            혼합 후     상온 밀봉 사용 기간  72hr  이내   (5~10℃

 

냉장 보관

 

추천)
    

 (최대 3일 전 새로운

 

도료와

 

혼합

 

시  

   

추가적으로  12hr  

 

더  사용가능  합니다.)

5. 희석제  (   I.P.A  ,  새로운  도료) :: 점도 상승 희석 조건 (Zahn #3 25s 초과 시)

  사용  중 
   -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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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
 

  

6. 도장 방법

 : 에어스프레이건 도장시

  노즐구경 : 1.3 ~ 1.8mm , 분사압력 : 2kgf/㎠ ~ 4kgf/㎠ 

  분사 각도 : 40 ~ 60 각도
 

: 에어리스건 도장시

  노즐구경 : 209, 211, 311, 411 (Switch TIP)

  토출압력 : 110 ~ 120 bar

  * Sagging 현상 방지를 위해 얇게 반복적으로 코팅하시기 바랍니다.

 : Dipdrain 도장시 

  침적시간 : 20~30초, 드레인시간 : 30초~1분 30초 (제품 크기마다 다름)

  * 허용 두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마감스프레이 코팅이 필요합니다.

  * 균일한 도막상태가 되도록 분말을 부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Dipspin 도장시

  침적시간 20초,  드레인 시간 30초

  탈루 속도 : 1차코팅 400~600RPM , 2차코팅 1000~1200RPM

  적용 공정 : 1차코팅 -> 에어 동력 건조 15분 -> 2차코팅 -> 200℃ * 20분

                 (2Coating 1Baking) 

도장공정

 1. 탈지 : 용제세척 또는 열세척를 통한 유분 제거

 2. 전처리 : Shot blast 또는 Sand blast 처리 (녹, 스케일 제거)

 3. 도장 :  지시된 비율로 혼합 후 필터링 후 사용. (No Dust Coating)

 4. 건조 : 열풍건조 200℃ * 20분 즉시 사용가능 (자연건조 7일)

 5. 도막두께  : 건조 도막 두께 10 ~ 20㎛ 권장

 기타 주의 사항

 1. 제품 코팅 후 높은 온도에 급격하게 투입하게 되면 표면 끓음

    (Popping)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2. 도장중 반드시 저속 교반하여 분말이 가라앉지 않도록 합니다.

 3. 도장과정에서 Dust Coating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4. 스프레이건 사용후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5. 눈과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시에 자극을 일으키니 주의하십시오.(MSDS참고)

 6. 작업 시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하십시오. 

 7. 저장 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8. 그 외 문의 사항은 E-Mail 또는 전화 연락을 주십시오.

                  발행일  2015년 10월 

※본 기술 자료의 정보는 기술 연구소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되었으며, 당사의 품질 개발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전 최근 개정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KEMP ZF2는 철재의 장기 보호용으로 설계된  수용성, 무기, 열건조 및 자체경화형 아연도료(Metallic Silver Flake)로써 강력한 음극방식 
작용(Galvanizing)으로 소지를 부식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특수한 방청 코팅 솔루션 입니다. 코팅 타입은 (Spray, Dip, Dipspin)으로 생산
라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철재 보호용 외에 알루미늄 ,용융아연도금의 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우수한 수용성 무기질 코팅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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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P ZF2 가사시간 정보 (2KIT)                            Inorganic Zinc Color Coating 

ZF2는 무기 자체 경화형 세라믹 코팅제로서 주제: BINDER , 경화제: Zn flake의 혼합 직후부터 경화반응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ZF2 코팅제는 온도에 의한 경시변화가 발생되므로 사용 온도에 따른 가사시간을 확인 후 작업 시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온도별 ZF2 가사시간 정보 (Zahn #3) 

5℃ ZF2 가사시간                                15℃ ZF2 가사시간     

             
5℃조건에서는 84hr 이내 사용하십시오.              15℃ 조건에서는 60hr 이내 사용하십시오. 

 

25℃ ZF2 가사시간                                  35℃ ZF2 가사시간 

              
25℃ 조건에서는 48hr 이내 사용하십시오.             35℃ 조건에서는 36hr 이내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인 ZF2 도료 사용 관리 요령 
- 도료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교반 하여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ZF2 초기 교반시간 30분) 

- 작업과정에서 ZF2 도료 내 분말 침강이 되지 않을 정도의 최저 속도로 분산을 하며 사용합니다.          (적합) 

- 사용과정에서 스프레이 작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점도가 25s를 벗어난 경우 잔존 도료 부피의 20~40%의  

신규도료를 보충하여 12hr 이내에 즉시 소진 하도록 합니다. 

- 사용 후 남은 ZF2 도료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 이하에서 보관을 합니다. (5~10℃ 냉장보관 권장) 

-  

 여름철 ZF2 도료 관리 요령 
- ZF2 도료는 동절기에 비해 하절기의 높은 온도에 의해 가사시간이 짧아지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 공장에서 연속 생산일 경우 : 분산조에서 ZF2 1차 분산 이 후 작업을 위해 도료가 투입되는 도료 공급조는  

상부 밀폐 및 외부 냉각이 가능한 배치를 선택적 사용합니다. 

- 옥외에서 작업할 경우 : ZF2 도료는 혼합 후 당일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 남은 잔량은 반드시 5~10℃ 냉장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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