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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데크 US240D는 방식용 폴리우레아 도료로서 철 구조물이나 해상 구조물에 적용 시 방식성, 방청성 및 내마모성 등이 뛰

어나고, 일반적인 폴리우레아 도료보다 경화 건조시간이 늦어 스프레이시 더스트로 인한 엠보현상 발생이 적은 지건 타입의 

경질용 순수 우레아입니다. 

용도 
 

철판, 강관 및 해상 구조물의 방식 코팅 

건축물 등의 바닥 방수 코팅 

각종 화학약품 저장탱크 외부의 방수, 방식 코팅 
 

도장사양 
 

사용방법 

 

1. 표면처리 

 추천된 프라이머와 중도 도장된 피도면은 수분, 유분, 먼지,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2. 기상조건 

 1) 대기온도: -5~50℃ 

 2) 피도면온도: -5~50℃ 

 3) 상대습도: 80% 이하 

 4) 피도면온도는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슬점온도보다 최소3℃이상 되어야 합니다. 

3. 도장기구 

 폴리우레아 전용 Spray 장비 
 

도장시 주의사항 

 

1)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0% 이상), 기온이 낮은 날(-5℃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도막의 건조 및 부착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본 제품을 사용하기전 색상이 있는 <B부>는 전동 디솔버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한 후 사용하십시오. 토너의 침전으

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소지에 있는 균열은 메꿈 등의 보수 작업으로 평탄하게 한 후 작업합니다. 

4) 피도물 종류에 따라 적절한 하도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1)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

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2) 폐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3) 본 제품은 저장기간 내에 사용하십시오. 저장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당사 고객상담실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경고사항 

 

별첨의 경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시스템 

 

하도 : 슈퍼데크 100,슈퍼데크 101 ,슈퍼데크110등   

중도 : 슈퍼데크 170 ,슈퍼데크 180 (필요시) 

상도 : 슈퍼데크 300 ,슈퍼데크301 (필요시) 
 

법규관련 

 

슈퍼데크 US240D는(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제시하는 용도분류내에서 규정된 VOC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대기환경보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성자료 
  

마감상태 반광 색상 각 색 

피도면 철재 및 콘크리트 등 조성 2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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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고형분 99% 
추천 

건조도막두께 0.5~1mm 

도장횟수 1회 
주제:경화제 

혼합비 A부:B부 = 1:1(부피비) 

이론도포면적 

1.1Kg/㎡ 

(건조도막두께1mm시) 

*도장작업시 손실량과 

표면상태를 고려하십시오. 

건조시간(25℃) 
Tack Free: 3분  

초기경화: 60분 

재도장간격 
(25℃) 30분~24시간 이내 

경도(Shore D) 45±5 인장강도(N/㎟) 21±3 

인열강도(N/㎜) 100±15 신장률(%) 320±50 

포장단위 
(실포장량) 

<A부>: 220Kg, 20Kg 

<B부>: 212Kg, 19.2Kg 
저장기간 

12개월 

(5~35℃실내보관시) 
   

※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험실적시험과 현장응용결과에 따라 얻어진 것이나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2017/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