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스타320샌딩실라 백색 
 

유비스타320샌딩실라 백색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반응성 모노머, 광개시제를 주성분으로 한 자외선 경화 도료로써, 단시간 

내에 경화가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고 백색도, 부착성, 경화성, 연마성, 레벨링이 양호한 목공용 UV 중도 도료입니다. 
 

가. 특징 

목재(MDF,PB)용 중도 도료 
 

나. 적용범위 

목재(MDF,PB)용 중도 도료 
 

다. 시  공 

표면처리 
 
피도면의 수분, 유분,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도장사양 

 
중도 : 유비스타320우드실라 백색 

중도2: 유비스타320샌딩실라 백색 

상도 : 유비스타620상도 백색 
 

일위대가 

 
도장 
순서 제품명 규격번호 도장횟수 도막두께 이론 소요량 실소요량 비고 

하도 유비스타100아이소레이터<A부>  1회 5~10㎛    

중도 유비스타320우드실라 백색 SB-V-320WS 3~4회 50~90㎛    

중도2 유비스타320샌딩실라 백색 SB-V-320SS 1~2회 20~40㎛    

상기 도막두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실제 공장 line 설비및 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별 

도장방법 

 
대기온도 : 5~35℃, 상대습도 : 85% 이하 

사용전 유비스타810신나를 UV도료 무게의 5~15% 정도 사용하여 적정점도로 희석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약 1~2회의 Roll 도장을 해야 합니다. 

 

도장시 

주의사항 

 
1) 제품은 사용하기전에 교반을 충분히 하여 주십시오. 불충분하게 교반시 광택변화 및 도막물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작업시 햇빛 노출을 엄금해주십시오. 

3) 도료가 눈,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

십시오. 

5) 도료가 피부에 접촉된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만약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

에 충분히 세척 후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6) 폐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7) 사용하고 남은 도료의 경우 밀봉한 후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해야 하며, 사용전 도료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오픈한 후 남은 도료의 경우 증점이나 Gel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본 제품은 저장기간 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은 가능하나 장기간 보관시 변질, 침전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저장기

간이 경과한 제품은 당사 고객상담실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UV 도료는 UV경화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 개인 고객은 사용하기 어려우며, 공장 line에 적용시에도 사용조건 및 line 설비에 따라 다른 

물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 영업부, 연구소와 충분히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