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RASTEN
(울트라세텐)
노발리스 울트라세텐은 수성 아크릭 타입의 에나멜로 유광, 반광, 무광이 있으며, 레
벨링이 매우 우수하고 내 마모성 및 내 스크레치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 입니다. 또한
울트라세텐은 우수한 은폐력으로 수율이 높으며, 물 세척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아니
라 내후성 및 내 약품성 그리고 내 오염성이 아주 우수한 친 환경 제품 입니다.

제품 특징
1.뛰어난 레벨링 : 레벨링이 매우 우수하여 도장후 붓이나 10. 건조 시간
롤러 자국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구

분

5℃

20℃

30℃

2. 내 마모성 : 내 마모성 및 내 스크레치성이 매우 우수하

지 촉 건 조 시간

2시간

1시간

40분

여 사람의 왕래가 많은 학교, 병원, 공공 건물등이 매우

완 전 건 조 시간

6일

4일

3일

적합한 제품 입니다.

재도장 가능 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3. 우수한 은폐력 : 은폐력이 뛰어나가때문에 적은량의

* 도장 온도 : 5 - 36℃, 도장 습도 : 상대 습도 80% 이내

도료로도 많은 면적에 도장이 가능 합니다.
4. 우수한 물성 : 내후성은 물론 내 약품성 및 내 오염성이 포 장 단 위
매우 우수한 제품 입니다.

1LT, 4LT, 14LT

5. 냄새와 독성이 없는 친 환경 제품이며, 자동 조색시스템
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색상의 제공이 가능 합니다. 보관 및 저장
상온(2 - 36℃)에서 직사광선을 피하여 얼지 않도록 보관

용 도

하여 주십시요.

1. 모든 종류의 소지면, 특히 학교,병원, 공공 건물등.
2. 내. 외부 모두 사용 가능, 멀티데코의 베이스 코트

경고 및 주의사항
1. 장기간 피부 접촉을 피하고, 세제로 충분히 씻는다.

기술 자료

2. 눈에들어갔을 경우 식염수로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1. 도료 타입 : 수성 아크릭 타입

3. 만약 눈과 피부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 전문의와 상의

2. 비중 : 약 1.24 - 1.37

하십시요.

3. PH : 8.0 - 9.5
4. 점도 : 10,000 - 20,000 cps(25℃)

독성 자료

5. 색상 : 색상 챠트 참조

이 제품에는 중금속 및 독성 용제, 방향족, 염소등의 유해

6. 희석제 및 비율 : 식수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가연성 물질이 아닙니다.

붓,롤라 사용 : 20 - 25 % 희석
8. 이론 도포량 : 9 - 11㎡ / LT / 2회

이 제품의 저장,취급,운송에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유출시 모래와 같은 흡수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됩니다.

9. 도장 용구 : 붓, 스폰지. 스프레이 건

모든 자료는 오이코스 실험실에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오이코스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
니다. 도포량은 표면의 형태 및 도장방법에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작년도 : 2014년 4월)

NOVALIS
ULTRASTEN
Iron Finish
(울트라세텐) / 시방서
노발리스 울트라세텐은 수성 아크릭 타입의 에나멜로 유광, 반광, 무광이 있으며, 레
벨링이 매우 우수하고 내 마모성 및 내 스크레치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 입니다. 또한
울트라세텐은 우수한 은폐력으로 수율이 높으며, 물 세척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아니
라 내후성 및 내 약품성 그리고 내 오염성이 아주 우수한 친 환경 제품 입니다.

표면처리
1. 소지표면의 먼지,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 스프레이 작업시에는 식수로 스프레이하시기에 적당한
점도로 희석하여 사용 하십시요.

2. 소지면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또는 탄성 퍼티로
메꾸어주고 표면을 매끄럽게 조정 한다.
3. 소지면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1. 5℃이하 및 상대 습도 80% 이상의 날씨 조건에서의
도장은 피하여 주십시요.

도장 방법
1. 하 도
1) 소지면과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오이코스의
Crilux를 붓이나 롤러로 1회 도장 한다.

2.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2 - 36℃의 실내에 보관하여
주십시요.
3. 보관,저장 및 수송중에 도료가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Crilux의 식수 희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rilux 1 : 식수 3의 비율
: 구 도막이 있거나, 흡수율이 낮은 소지면
② Crilux 1 : 식수 5의 비율
: 흡수율이 보통인 소지면
③ Crilux 1 : 식수 8의 비율
: 흡수율이 매우 높은 소지면
3) 하도 도장후 5-6 시간후에 상도 작업 하십시요.
2. 상도 도장
1) 식수로 20 - 25% 희석한후 붓이나 롤러로 도장 작업
하십시요.
2) 도장은 2회 작업하여 주십시요
( 재 도장 간격은 4 -5 시간 입니다)

모든 자료는 오이코스 실험실에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오이코스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
니다. 도포량은 표면의 형태 및 도장방법에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작년도 : 2014년 4월)

NOVALIS
ULTRASTEN
Iron Finish
(울트라세텐) / 일위대가표
노발리스 울트라세텐은 수성 아크릭 타입의 에나멜로 유광, 반광, 무광이 있으며, 레
벨링이 매우 우수하고 내 마모성 및 내 스크레치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 입니다. 또한
울트라세텐은 우수한 은폐력으로 수율이 높으며, 물 세척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아니
라 내후성 및 내 약품성 그리고 내 오염성이 아주 우수한 친 환경 제품 입니다.

도장사양
구분
표면처리

제품명

도장횟수 도장 용구 재도장시간

비

고

소지 표면의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매끄럽게 함
낮은 흡수율 소지 : 1 : 3 식수 희석

하도

Crilux

1회

B,R

5-6시간

보통 흡수율 소지 : 1 : 5 식수 희석
높은 흡수율 소지 : 1 : 8 식수 희석

상도

울트라세텐

2회

B,R, SP-G

4-5시간

유광,반광 무광의 아크릭 에나멜
붓,롤러 작업시 : 20 - 25% 희석

☞ 도장방법 : B→ 붓, R→ 로울러, SP-G→ 스프레이 건

모든 자료는 오이코스 실험실에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오이코스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
니다. 도포량은 표면의 형태 및 도장방법에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작년도 : 2014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