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일: 4/2016 

세이프 쵸이스 X-158  
곰팡이 잘 피는 장소에 코팅 

제품번호 및  

용기크기 

21240 Qt/21140 Gal 

 

 

유한책임: 제조사 책임은 명시적이던 암시적이던 정확하게 칠을 하였지만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의 교환에만 해당되며 어떠한 경우이던 인건
비와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과 안전성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제한된 품질보
증은 AFM사의 대리인, 유통사, 딜러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장될 수 없습니다. 전체면적에 칠하기 전에 은폐국부장소에 사전테스트를 하도록 
강력 권장합니다. 

American Formulating and Manufacturing, 3251 Third Avenue, San Diego, CA 92103, USA.   Tel: 619-239-0321 

 세이프코트 코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답내1길 11  Tel: 1522-3062 

 

제품설명

 

:  세이프초이스 X-158은 고급품질의 투명액체코팅

이며 곰팡이가 필 것 같은 장소에 예방용으로 사용합니다.  

본 제품은 세척제가 아니며 곰팡이가 피는 표면을 에워싸도

록 설계된 투명 예방 씰러 입니다. 무독하고 저취(건조하면 

냄새가 없음)이므로, 샤워실, 화장실, 사우나실 같은 통풍이 

나쁘고 사방이 막힌 장소에 적합합니다. 또한, 지붕이나 공

기통풍시스템이나 욕조데크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

이 강합니다.  또한 카운터상판이나 벽이나 마루에나 천장에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초이스 X-158 코팅은 빠르고 

간단하게 코팅할 수 있습니다.  

코팅면

 

: 세이프초이스 X-158은 곰팡이가 필 것 같은 모든 

표면에 코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 그라우팅, 에

폭시 코팅, 고무씰란트, 아크릴, 목재, 석조, 콘크리트, 외부

벽체와 지붕에도 코팅 가능합니다. 

작업

 

: 스펀지나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완전 코팅을 한 

후에 건조되도록 한다.  상황을 보면서 매 30일~180일 

마다 코팅을 한다. 

코팅면적

 

: 표면에 따라 1갤론(3.78리터)으로 19 ~ 28㎡를 코

팅할 수 있습니다. 표면의 흡수도에 따라 코팅량을 조정합니

다. 한번 코팅하면 곰팡이 강도에 따라서 30일 ~ 180일 유

효합니다.  

세척

 

: 사용한 공구와 장비를 “세이프초이스 슈퍼 클린”을 온

수에 희석하여 세척합니다. 

건조시간: 정상적 상황에서 1시간. 

- 무취(냄새없음)하며, 사용자와 거주자에 친화적이어

서, 특히 청소업체와 폐쇄빌딩의 중앙집중공조 빌

딩내부와 메인티낸스 제품의 각종 유해물질 방출에 

영향을 받는 거주자에게 환영을 받음.  

이점과 특장점 

- 장기효과의 예방적 코팅으로 메인트낸스가 적음. 

주변조건에 따라 다르나 한번 코팅으로 30일~180

일간 효과지속. 

- 부틸 에테르, 염소, 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염료가 들어있지 않으며 불필요한 첨가제는 절대 

들어있지 않음. 

 

제한사항

 

:  “세이프초이스 X-158”은 예방적 코팅이며 곰팡이

유기체를 죽이지는 않으므로, 기존의 곰팡이는 완전하게 제거

한 후에 코팅을 하여야 합니다. 

인체유해주의

 

: 다른 모든 세척제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완전

히 닫은 상태로 보관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마셨다면 두(2)잔의 물을 마셔

서 희석을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서 

15분간 세척합니다.  만일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이면, 사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지 테스트를 합니다. 

물질데이터

물리적 기술     투명하며 무취의 액체 

  

부피%휘발성   99.9% 

수용성     희석가능 

중량%휘발성   99.9% 

VOC 물질   < 5 g/l 

유해공기오염원* 없음(Zero)   

(*)HAP:  Hazardous Air Pollutant  
 

 

 

만일 귀하가 화학물질과민증이시

면 개인적 감내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