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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정

VOC 코드 2004/42/IIB(a)(200)199

제품관련 하위 카테고리(2004/42 EC 
지침에 따름) 및 사용준비상태 제품의 
최대 VOC 함유량 (ISO 11890-1/2) 

IIB/a. 준비단계 및 클리닝 - 전처리 세정. 
EU 한계치: 200 g/l. (2007). 본 제품에는 
최대 199 g/l VOC가 함유되어 있음.

화학물질 기반 수분과 유기용제 혼합

물리적 특성

점도(분사준비상태) -

비중(kg/l) 0,973

밀폐 발화점 41°C / 105,8°F

고형분 부피 % -

경제성
-

-

광택도 -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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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는 다음 링크에 접속, 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할 것. 

https://sds.octoral.com

-

상온 보관조건 (10°C - 30°C) 및 미개봉 상태에서  최소 5년.

건클리너로서사용하지않는다.

표면처리 준비

다음 도장층

물성표

보호

세척

보존기간

주석

-

노즐 (mm) 공기압(BAR)

HVLP - -

고효율 (High Efficiency) - -

-

자연건조 20°C 강제건조 60°C

후레쉬 오프 - 후레쉬 오프 -

방진 - 방진 -

건조후 조립 - 건조후 조립 -

건조후 테이핑 제거 - 건조후 테이핑 제거 -

건조 후 샌딩 - 건조 후 샌딩 -

건조후 광택작업 - 건조후 광택작업 -

-

-

-

-

A B

배합비

스프레이건 설정

적용

후레쉬 및 건조시간

소재

가사시간

성분

첨가제

TD80 Octobase Eco Degreaser는 W00 - W999 Octobase Eco Plus System로코팅할소재에대한유분제거제로특수하게개발되었다. 
TD80 Octobase Eco Degreaser 이 증발되기전 모든 먼지를 철저히 닦아낸다.

개요

TD80
OCTOBASE ECO DEGREASER

이 시트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값을 나타낸다. 적용 변수는 제품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Valspar는 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별도로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Valspar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상업성이나 특정 용도의 적합성 또는 특허 침해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보증을 비롯한 암묵적인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Valspar은 특수한,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제품의 결함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당사의 자유재량으로 하자 제품을 교체하거나 구매 가격으로 환불해주는 것이다. © 2012
The Valspar Corporation. 에 모든 판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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