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DERGUARD AQUA SPRAY TYPE: 

언더가드 아쿠아(550ml)  
  

 

언더가드 아쿠아 스프레이(SPRAY)타입은 별도의 장비없이 손쉽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우수한 탄성력과 부착력으로 강력

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녹과 부식을 방지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진동, 소음을 감소시켜주며,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를 최소화하고 물을 사용하여 냄새 및 분진이 거의 없는 수성 언더

코팅 제품입니다. 

용도 
 
1. 자동차 하부, 내부, 언더코팅 적용부위 및 휠하우스, 교체부품에 언더코팅이 필요한 부위 등 

2. 생산라인에서 기 언더코팅의 보수용 

3. 제진재용 
 

도장사양 
 

사용방법 

1.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십시오. 

2. 도포하고자 하는 표면으로부터 약 20-30cm 거리를 두고 균일하게 도포하십시오. 

3. 방음목적의 경우 여러 번 도포하십시오. 

4. 한 곳에 계속하여 두껍게 도포하면 흐를 수 있으니 두껍게 도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5-10분 간격으로 재도장하십시오. 

도장시 주의사항 

1. 도포하고자 하는 표면의 기름기 및 이물질 (흙, 먼지, 녹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완전히 건조하십시오. 

2.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 및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후 제품을 거꾸로 들고 2-3초간 분사 시켜 밸브 및 버튼 내의 잔여물을 제거한 후 보관하십시오.  

(미분사시, 분사구가 막힐 수 있음) 

경고사항 

1. 온도 35℃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2.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3.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십시오. 

4. 사용후 잔가스가 없도록 하되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5.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6.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7. 고온/저온의 장소,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8.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도장시스템 버튼타입 토출  

법규관련 

작업시 냄새나 분진이 없어 작업이 용이하고 주변 민원발생 염려가 적습니다. 

- 1~2회 적발시 벌금 각 1,000만원, 3회 적발시 영업정지 

- 2016년 10월 01일부터 법시행 

 

물성자료 
  

지촉건조  60 min 이내 고화건조  3 hour 이내 

완전건조  24 hour 이내 도막두께(㎛) 50 ~ 70 

고형분(%) 48±1 점도(cps) 600 ~ 800 

PH 10 ± 1 비중 1.02 ± 0.05 

저장성 24개월   
   

※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험실적시험과 현장응용결과에 따라 얻어진 것이나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t1_cre_date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