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6080-5종
도로표지용
1. 개

요

KSM 6080-5종은 MMA수지를 이용한 초속건성 2액형 상온 경화형 도료로써 도막이 강인하고 내구
성, 내후성, 내마모성이 뛰어난 도료로써 특히 건조성능이 우수하고 재귀반사율이 뛰어난 고휘도 도료
입니다.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에 대한 내화학성이 다른 도로표지용 도료에 비해 상대적으
로 우수한 도료입니다.

2. 용

도

1) 아스팔트 도로 및 콘크리트 면의 차선표시용.
2) 융착형 차선 및 일액형 차선 구도막의 보수용.

3. 일반적 성질
색

상

백색, 황색, 청색

광

택

무광

부피고형분(%)

98 ± 2

도료형태

2액형

혼합비율(주제:경화제)

100 : 5type) 100 : 2~6
1 : 1type) A액 : B액 + 경화제 = 100 : 100+5~10

추천건조도막두께(㎛)

600

이론도포면적(㎡/ℓ)

1.63

건조시간(20℃)

불점착 10분 이내 / 경화 15분이내

비중(25℃)

1.55 ~ 1.60

※ 기타 물성은 KSM 6080-5종 규격에 준함.
※ 제품의 평균 비중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비드의 탈락 및 내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사용 신나
원액 사용

5. 도장 방법
2-head 에어레스 스프레이(특수 스프레이 장비)
[장비사용] 1) 본 도료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주제, 경화제, Glass bead등을 지정한
양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분사하는 팁의 사이즈를 선택한 후 장비의 압력 밸런스를 맞추어
작업 전 스프레이 테스트한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6. 사용 시 주의사항
1) 도장하기 전에 피도면에 부착된 기름, 먼지,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하십시오.
2) 사용하기 전에 도료를 충분히 잘 섞어서 사용하십시오.
3) Glass bead를 살포할 경우에는 도포면적 1평방미터 당 Glass bead를 약460g으로 하여
도장 직후 도면에 살포하여 주십시오.
4) 주제와 경화제의 표준 배합비는 100:2~6이며, 온도조건에 따라 경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소지온도가 5℃ 이하이거나 50℃이상일 경우, 습도가 85% 이상일 경우는 도장을 삼가하십시오.
본 자료는 실험실에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포량은 도장해야할 형태, 표
면조도, 기후조건, 도장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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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도막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신규 콘크리트)에는 지정 프라이마를 도포 후 도장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작업 사양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계절별 사용 도료 등).

7. 저

장

제조일로부터 6개월

8. 포장 단위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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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페인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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