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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내구성과 고광택 제품으로 기존의 코팅이나 맨살의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성능을 개선
하는 제품이다. 이는 솔벤트베이스 제품이고 내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장점
이 다재다능하고 내구성이 있는 코팅은 H & C Infusion reactive acid stains 나 Acetone
dye stains and semi Transparent Decorative stains 위에 마감 코팅제로 이상적이다.

이 우레탄 코팅제는 고광택으로 경화하며 화학제품에 저항성이 높은 보호막을 형성하며 2
파트의 우레탄 코팅제와 대등하다.

¤특징과 효과
압력과 마모에 강하다.
화학제품에 강하다.
갈변하지 않는다.
voc가 적다.
빠르게 경화하도록 개발 되었음.
눈에 띄게 하는 적용 특징이 있다.

¤특징
기공이 심한 콘크리트 갤런당 100-200스퀘어피트
부드러운 미장콘크리트 갤런당 200-300스퀘어피트

¤추천할만한 사용장소
두꺼운 폴리우레탄코팅이 필요한 장소에 상업적인 장소
다음과 같은 물질에 저항성이 강하고 탁월함. (알칼리,묽은 산,엎지러진 쏠벤트,화학물질,연
료,구리스등)
브러쉬나 롤러로 시공하도록 만들어짐.
우레탄 플로우코팅은 타일 트랭킹을 남길 수도 있다.
바닥제의 미끄러짐 방지에 있어서 ADA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
상업적인 적용에서 Infusion Reactive Concrete Stain
Semi Transparent Concrete Stain or Acetone Dye stain 을 보호하는 씰러로
학교
airport hangers
내부용
resists skydrol

¤건조 시간
터치할 정도는 2시간
재시공가능 9시간

최대 14일
14일 후 재시공시는 기계적으로 연마 하여야 함.
중량 장비나 운송방비 사용 가능은 72시간에서 96시간
h & c clear 또는 solid sealers/stain의 상도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시오.

¤유지보수
3파트의 물과 1파트의 h & c cleaner degreaser을 사용하여 표면 세척 가능

¤적용전 표면 준비
전체 적용전 안보이는 부분에 적용 접착성이나 접합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한다.
전체 표면은 h & c cleaner degreaser 을 사용하여 구리스 오일 페인트 씰러 등을 제거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씻어내고 말려야 한다. 현재 곰팡이균등이 피었다면 가정용 표백

제를 1컵과 물 1gallon 을 섞어서 제거한다.
맨살 콘크리트는 최소 28일 이상이 되어야 시공 가능
물과 표백제 사용함에 있어 암모니아와 윤활유용세척제를 첨가해서 사용금지
콘크리트는 h & c concrete ether나 염산으로 에칭 돼있어야 한다. 만약 재 샌딩이 필요

하지 않다면 120방 샌드페이퍼 느낌이 나는 표면이어야 하며 씰 하기전 24시간을 허용해
야 하며 양생된 콘크리트는 ph가 6에서 10 사이어야 한다.
Semi Transparent Concrete Stain 이나 Acetone Dye stain 마르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을 기다렸다가 본 제품을 시공해야 한다.

¤적용
오직 드라인 상태에서 시공해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면 시공 하지 말라.
시공하는 중과 시공전에 충분히 저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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