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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생각무늬텍스 (H)  
  

 

아이생각 무늬텍스(H)는 2개 이상의 분리된 색상이 어울려서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도록 설계된 복합색상 무늬도료로서 색채

무늬의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며 무늬의 모양,크기,색상변화가 다채롭고 부착력, 내구력이 우수합니다. 냄새가 적고 아름다운 

도막이 형성되므로 건축물 내부 미장 장식용으로 적합한 친환경 다채무늬 도료 입니다. 

용도 
 

건축물 내부 다채무늬 형성용 도료 
 

도장사양 
 

사용방법 

 

1.표면처리 

콘크리트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온도 20℃/ 습도 80%이하 조건에서 최소 30일) 

표면 함수율은 6%이하로 건조되어야 하고 PH는 7~9가 되어야 한다 

도장면의 레이턴스, 수분, 유분, 먼지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작업기상 조건 

대기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의 조건에서 결빙되지 않은 5℃이상의 소지면에만 도장을 하여야 한다. 

3.도장기구 

 무늬코트 전용건 또는 본타일 건 등 내압식 스프레이건 

(노즐 조절이 가능한 내압식 본타일 건을 사용하여 도장한다. 

분사 압력 : 2.5 ~3.5 kgf/㎠, 노즐 구경 : 2.5 ~4.5 ㎜, 도장 거리 : 50 ~ 100 ㎝) 
 

도장시 주의사항 

 

1) 도료사용전 둥근 막대기로 충분히 교반 후 사용해야 하며 도료 입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2) 콘크리트 벽의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퍼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하여야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3) 대기 온도 5℃이상, 상대 습도 80%이하의 조건에서 결빙되지 않은 5℃이상의 소지면에만 도장을 하여야 함 

4) 온도 5℃이하에서와 상대습도 80% 이하의 조건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며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5) 무늬 패턴은 시험도장으로 확인 후 본 도장을 하십시오. 

6)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절대 전동믹서로 교반하여 사용하지 말 것 

8) 유기용제의 혼합은 절대 금함 

9)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제품의 건조시간은 차이 있으므로 공정간 건조상태를 확인 후 후속도장을 해야한다. 

10) 피도면에 수분이 있을시는 도막에 결함을 가져올 수 있으니 완전건조 후 도장하여야 한다. 

11)실란트류, PVC 제품 등에는 절대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취급시 주의사항 

 

1) 타 도료와의 혼합을 금지한다. 

2) 도장작업을 마친 후 도장기기는 즉시 물로 세척하여 보관할 것 

3)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적재는 3단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시공 및 제품보관은 수용성이므로 얼지 않도록 5℃이상을 유지 및 보관하도록 한다. 
 

경고사항 

 

동일 색상의 제품이라도 작업자, 도장방법, 도장조건, 도장거리에 따라 도포율,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장시스템 

 

하도 : 무늬텍스 하도용 

중도 : 아이생각무늬텍스 (H) 

상도 : 수성크리어PLUS 유광,수성크리어PLUS 무광 
 

법규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는 용도 분류내에서 규정된 VOCs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임.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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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성자료 
  

마감상태 상도에 따라 달라짐 색상 다채색(색견본참조) 

피도면 콘크리트 조성 1액형 

도장횟수 1회 이론도포면적 

8~11㎡/L 

 * 도장작업시 손실량과 표면상태를 고려하십

시오. 
건조시간 
(25℃) 경화건조 : 4시간 이후 

재도장간격 
(25℃) 상도가능건조: 24시간 이후 

희석률 10%이내 (도료부피비) 희석제 물 

저장기간 6개월 (5~35℃실내보관시) 
포장단위 

(실포장량) 18L, 4L 
   

※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험실적시험과 현장응용결과에 따라 얻어진 것이나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