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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트(줄눈) 씰러 (Grout Sealer) 
수성제품 / 도포면적 : 코팅방법과 표면성질에 의하여 가변적이나 일반적으로 1

쿼트로 표준 줄눈라인을 6.7㎡(약2평)을 칠할 수 있음.  희석하지 말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번호 및  

용기크기 

31203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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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코트 그라우트(줄눈) 씰러는 다공질 

타일 그라우트와 시멘트성표면을 위한 투명, 내습성 

씰러 입니다. 이 씰러는 그라우트와 반응을 하여 그라

우트 자체의 한 부분이 되며, 내습성을 증가시켜, 액

체의 침투를 최소화하여, 얼룩을 방지하면서 세척 가

능한 표면이 되도록 합니다. 세이프코트의 다른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최대한 안전하고 유해하

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악취

가 사실상 없으며, 역겨운 화학증기를 발생하지 않습

니다. 건조하면 투명하며 변색이 없습니다. 

피도면:

 

 코팅하지 않은 타일 그라우트(줄눈). 혹은 다

른 다공성 시멘트 표면에도 유효합니다.(그러나 테스

트를 먼저 할 것).  그라우트가 먼저 코팅되었던 것이

라면, 몇 번의 테스트를 하여 흡수성과 호환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줄눈준비:

 

 그라우트(줄눈)는 깨끗하고 건조하고, 오염, 

먼지, 그리스, 왁스, 기름, 실리콘, tsp/비누, 가루, 산

화물, 벗겨지고 있는 페인트나 니스, 기타 다른 모든 

이물질과 오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코팅하기 전에 

곰팡이도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합니다. 코팅하기 전에 

릴리스 컴파운드를 타일에 칠할 필요강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용지시서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코팅하기:

본격적으로 코팅하기 전에 시험테스트를 하도록 합니

다. 이 작업안내서는 일반적인 것이며 또한 전부가 아

닙니다. 코팅작업자는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좋은 준비와 기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품안내서

도 최신의 것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항상 환기를 유지하십시오. 자유스럽게 줄눈

에 코팅을 하나, 스펀지, 보프라기가 없는 천, 작은 붓, 

혹은 다른 편한 한 공구를 사용하여 일정하게 코팅을 

합니다. 표면에 부어서 코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고이지 않도록 하며 타일은 닦아 내어야 합니다. 한번 

코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분 이내

에 줄눈에 완전히 침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씰러는 닦

아 내어야 합니다.  침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씰러를 

그대로 건조 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약간 젖

은 걸래나 스펀지로 닦아내면 됩니다.) 

 

세척: 사용한 공구와 장비는 마르기 전에 세이프초이

스 슈퍼클린’ 과 따뜻한 물로써 세척을 합니다 

- 정확하게 코팅하면 5년까지 내수성 유지 

이점과 특장점 

- 저악취로 작업자와 거주자에 불쾌감을 주지 

않음 

-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제로 VOC 제품이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 특

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정을 만족하거나 

능가 합니다 

-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슴 
 

건조/경화시간:

 

 정상적인 환경에서 세이프코트 그라우

트(줄눈) 씰러는 1시간 만에 지촉건조가 되며 24시간 

안에 경화됩니다. 정상적인 환경은 깨끗하고, 건조하

고, 먼지가 없으며,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며 적당한 

습도와 13도 (화씨 55도) 이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칠

을 두껍게 하거나 습도가 아주 높다던가 아니면 정상

적인 환경이 아닐 때에는 건조와 경화시간이 늦어 집

니다. 코팅한 후에 적어도 24시간을 코팅 줄눈을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 제한사항:

 

 다른 일반적인 씰러와는 달리, 세이프코트

씰러는 포름알데히드 보존체와 곰팡이 억제제, 곰팡이 

제거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기밀의 용기에 보관합니다. 주위 온도가 12도

(화씨 55도)이하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지 않도

록 합니다. 분수대나, 풀장이나 지하 등의 물에 잠겨

있는 곳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체유해주의:

 

 모든 코팅제와 착색제처럼 용기를 기밀

상태로 유지하고 어린이 손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환기를 유지합니다. 

만일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이라면 개인허용인내 테스트

를 합니다.  

물질데이터

비등점:      섭씨100도 

  

용융점:  N/A 

PH  11.5 – 13 희석 

부피%휘발성 96.19% 

중량%휘발성 96.55% 

VOC 물질 0 g/l, 0.00lb/gal 

유해공기오염원*  없음(Zero)   

(*)HAP:  Hazardous Air Pollut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