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부식질감 표현을 위한 소재 표면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삼화페인트의 메탈릭

데코 아이언모카 또는 동등이상의 견본품 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특징 

본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페인트는 백화점, 호텔, 고급주택 등의 조각상, 아트월, 아치, 벽장 식, 조형물 등 브론즈 부식효과

가 요구되는 곳에 적용을 위한 부식 페인트이며 수성 제품으로 저독성, 저취의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바탕에 도장하여 자연스

러운 금속 부식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가 빨라 도장 시간을 단축하여 마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소지면 에 

적용하여 부식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 적용범위 

백화점, 호텔, 고급주택 등의 벽, 천정. 몰딩, 트림, 문, 난간, 램프, 조각상,조형물 등 부식 효과가 요구되는 내부 면 
 

다. 시  공 

표면처리 

 
(1) 소지조정 

① 바탕면의 먼지, 수분,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② 부풀음이나 박리가 있는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지면의 홈, 크랙, 균열부의 이음새는 전용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시공하여 건조시

킨 후 거친 부분은 샌드페이퍼를 이 용하여 연마합니다. 

③ 금속계 소지면의 경우 표면의 녹,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적합한 방청 하도를 도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도장조건 

① 대기온도가 5℃이하, 30℃이상인 경우와 상대습도80% 이상에서는 시공을 피해야 합 니다. 

② 대기온도 20℃이하, 상대습도 50% 이상인 경우, 도막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도 막의 건조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도장사양 

 
중도 :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중도2: 메탈릭데코 부식액 

하도 : 메탈릭데코프라이머 

상도 : 메탈릭데코상도 투명유광,메탈릭데코상도 투명무광 
 

일위대가 

 
도장 
순서 

제품명 규격번호 도장횟수 도막두께 이론 소요량 실소요량 비고 

하도 메탈릭데코프라이머  1~2 60㎛ 0.18(L/m2) 0.26(L/m2)  

중도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2~3 80㎛ 0.25~0.33(L/m2) 0.36~0.47(L/m2)  

중도2 메탈릭데코 부식액(쿠퍼블루)  1     

상도 메탈릭데코상도 투명유광  1~2 60㎛ 0.07(L/m2) 0.11(L/m2)  

합계   5~7 200㎛    

※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중도의 도막두께, 건조상태 및 부식액의 도포 시차, 도포량에 따라 부식 색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시공전에 반

드시 시험 도장하여 부식표준을 결정하고 본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별 

도장방법 

 
1) 제1공정 - 하도 

메탈릭데코 프라이머를 붓, 로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소지면이 은폐가 되도록 1~2회 도포합니다. 

 

2) 제2공정 - 중도 

①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중도를 사용합니다. 

② 사용 전에 내용물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③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중도를 붓, 로라, 스프레이 등의 도장도구를 사용하여 도장하며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나 필요에 

따라 5%(부피비)이내의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소지면이 은폐가 되도록 1~2회 도장하여 완전히 건조시켜줍니다.  

 

3) 제3공정 - 중도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중도를 1회 추가하여 도장합니다. 

 

4) 제4공정 - 중도2 

메탈릭데코 쿠퍼블루 중도가 건조되기 전에(5분 이내) 젖은 도막상태에서 부식액을 붓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1회 도포합니다.  

부식액의 도포시간이 빠를수록 부식이 더 잘 진행되며 도포량에 따라 부식색감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더 강한 부식상태를 필요로 하면 젖

은 도막상태 에서 부식액을 부분적으로 추가 도포하여 부식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부식액은 강한 부식성 물질이므로 도포시 장갑, 

마스 크,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포해야 합니다.)  

 

5) 제5공정 - 상도 

필요시 최종 부식액을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된 후 약 24시간 이내에 부식된 도막의 오염방지 및 추가 부식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탈릭

데코 상도 투명을1~2회 얇게 도장합니다. 

 

도장시 

주의사항 

 
1) 절대 섭취를 금하며,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2) 도장 시 반드시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3) Bronze Patina Activator 는 강한 부식성 물질이므로 반드시 보호구(보안경, 마스크, PVC 장갑)를 착용하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4)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0% 이상), 기온이 낮은날(5℃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도막의 

균열, 부착불량등이 발생할 수 있음) 

5) 본 도료는 수성 제품으로 5℃~35℃ 범위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며 동절기 운송이나 저 장중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7) 도료가 피부에 묻었을 때는 즉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8) 시공 직후 사용된 도장도구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9)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0) 본 제품을 타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하수구나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