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트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값을 나타낸다. 적용변수는 제품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Valspar는 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책임을 지지 
않는다. 별도로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Valspar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상업성이나 특정 용도의 적합성 또는 특허 침해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보증을비롯한 암묵적인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Valspar은 특수한,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제품의 결함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당사의 자유재량으로 하자제품을 교체하거나 구매 가격으로 환불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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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3 HS 초속건 경화제 
H54 HS 속건 경화제 
H55 HS 표준경화제 
H56 HS 지건 경화제 
TA900 속건유니신너 
TA910 표준유니신너 
TA920 지건유니신너 
TA855 부분보수신너 
TA875 페이드아웃신너 

  

AE001 2K 유연제 AE001 2K 유연제 
AC001 2K 부드러운 입자의 질감코트 AC001 2K 부드러운 입자의 질감코트 
AC002 2K 굵은입자의 질 감 코트AC002 2K 굵은입자의 질 감 코트

경화제 희석전 에 첨가한다.경화제 희석전 에 첨가한다.

-

오버스프레이 방지를 위하여 차체 마스킹/카바링.오버스프레이 방지를 위하여 차체 마스킹/카바링.

 

-

C150 HS 투명의 물성데이터C150 HS 투명의 물성데이터
화확적 성분화확적 성분 2K 폴리우레탄

물리적 특성물리적 특성

점도(RTS) 16 - 18 Dincup 4 / 20°C

비중(kg/l) 1

인화점 30°C

% 고형분 42,8

경제성 (리터당 도포면적)
8,6 m²/L/50 μm

350 ft²/Gal/2 mil

광택도 High gloss (고광택)

색상 -

사용경화제 및 신너

첨가제

도장전 준비

다음 도장층

물성 자료

 

2 : 1 (투명 : HS 경화제) + 0 - 5 % 유니신너

노즐 (mm)노즐 (mm) 에어압 (BAR)에어압 (BAR)

HVLP 1,2-1,4 2

HEHE 1,2-1,4 1,8-2,0

 

1½ - 2 코트: 50 - 60 μm (미크론)

자연건조 20°C자연건조 20°C 강제건조 60°C강제건조 60°C

후레쉬 타임후레쉬 타임 5 - 10 분 후레쉬 타임후레쉬 타임 5 - 10 분

더스트 프리더스트 프리 20 - 30 분 더스트 프리더스트 프리 -

건조후 조립/광택건조후 조립/광택 5 - 12 시간 건조후 조립/광택건조후 조립/광택 20 - 40 분

건조후 테이핑건조후 테이핑 - 건조후 테이핑건조후 테이핑 식힌 후

건조후 샌딩건조후 샌딩 - 건조후 샌딩건조후 샌딩 식힌 후

건조후 광택건조후 광택 5 - 12 시간 건조후 광택건조후 광택 식힌 후

 

기존 도장 샌딩, 탈지후 옥토베이스 수용성도료 적용

베이스코트를 충분히 건조 후 상도 적용베이스코트를 충분히 건조 후 상도 적용

 

60 - 120분

A B

배합비

스프레이건

도장횟수 및 두께

건조시간

소재

가사시간 20°C

C150 HS 고 광택투명 은 자연 건 조 및 강 제 건조 모두 가능 하며, 건조 후 광 택 작업 또한 수월한 제품.
개요

C150
HS CLEAR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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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
HS CLEAR COAT

 

적절한 호흡 안전 보호장구 사용. (신선한 
공기공급용 마스크 사용을 추천함.)

상세 정보는 다음 링크에 접속, 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할 것

https://sds.octoral.com

 

건 크리너 사용

 

상온 보관조건 (10°C - 30°C) 및 미개봉 상태에서 최소 2년.

  

C150의 VOC는 자체로 EU규정 기준 420그램/리터 이하,C150의 VOC는 자체로 EU규정 기준 420그램/리터 이하,

신너 과대 희석시 RFU/RTS로4 20그램/리터를초 과할수 있 음.신너 과대 희석시 RFU/RTS로4 20그램/리터를초 과할수 있 음.

안전장비

세척

보존 기간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