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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폼 226NF는 일반 우레탄 폼 대비 우수한 난연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건축물 및 축사 등의 단열 용도로 사용되며,

작업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용도 
 

- 공장, 일반 건축물, 축사, 체육관, 저온창고 (-5℃이상), 냉동창고 (-5℃∼ -20℃)의 내부 단열. 

- 폴리우레아 난연 단열도장 시스템. 
 

도장사양 
 

사용방법 

 

1. 표면처리 

 피도면에는 모래, 시멘트 가루,흙 및 기타 오염물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하고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2. 기상조건 

 1) 대기온도: 0~40℃ 

 2) 피도면온도: 0~40℃ 

 3) 상대습도: 80% 이하 

 4) 풍속: 15mph 이하(바람막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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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장기구 

 폴리우레아 및 우레탄 폼 전용 Spray 장비 
 

도장시 주의사항 

 

1.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0% 이상), 기온이 낮은 날(0℃이하)에는 도막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작업을 피하

십시오.(도막의 건조, 부착불량, 크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수분은 본제품과 반응하여 이산화 탄소 가스를 발생시켜 저장용기의 압력을 상승시킬수 있기 때문에 물, 습기와의 접

촉을 피하여 보관 또는 저장해야 한다. 

3. 시공시 흡입하지 않도록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흐르는 물에 15분 동안 씻은 후 바로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는다. 

4. 폐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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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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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2. 제품 취급시 충격을 가하지 말고 불꽃 및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말것. 제품 저장시 신선하고 건조하고 환기가 원할한 

16-38 ℃ 인 장소,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시고, 반응물질과는 격리시켜 저장하십시오. 

3. 본 제품 사용 후 빈 드럼은 오염 물질 제거 후 CO2가스가 차지 않도록 구멍을 내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하거나 허가 받은 드럼 재생업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4. 본 제품은 저장기간 내 사용하십시오. 저장 기간 경과 시 당사고객상담실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사항 

 

별첨의 경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자 임의로 다른 특정한 용도 및 목적으로 제품 사용 시에는 당사 책

임이 따르지 않으며, 도장 사양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시스템 

 

하도 : 슈퍼데크 100,슈퍼데크 101 ,슈퍼데크110(필요 시) 

중도 : 슈퍼폼 228NF 

중도2: [후속중도] 슈퍼데크 H,U 시리즈 (필요 시) 

상도 : 슈퍼데크 300 ,슈퍼데크301 (필요 시) 
 

법규관련 
 

슈퍼폼 228NF는(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제시하는 용도분류 내에서 규정된 VOC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입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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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별첨의 ‘대기환경보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성자료 
  

피도면 콘크리트 및 철재 등 조성 2액형 
Cream time 
(초, 20℃) 3.5±1.5 

Tack free time 
(초, 20℃) 12±3 

Free rise density 
(Kg/ ㎥) 28±2 

열전도율 
(W/m.K) 0.023 이하 

압축강도 
(N/㎠) 20 이하 

흡수량 
(g/100㎠) 2.0 이하 

주제:경화제 
혼합비(무게비/부피비) A부:B부 = 1:1(부피비) 포장단위 

<A부>: 250Kg 

<B부>: 230Kg 

저장기간 

1개월(30~35℃)  

2개월(16~29℃)  

3개월(0~15℃) 

  

   

※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험실적시험과 현장응용결과에 따라 얻어진 것이나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