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일: 4/2016 

세이프 씨일 (Safe Seal) 
수성제품 / 1갤런당 도포면적 32㎡ – 4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번호 및  

용기크기 

31204 Qt / 

31104 Gal 

31304 5g p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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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씨일은 다용도 수용성 투명저

광 씰러이면서 고다공성(高多孔性) 물체인 파티클보드, 합판, 

가공목재 와 다공질 콘크리트 에 적합합니다. 주로 유해화학

물질 차폐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합판이나 파티클보드나  

압축목재 등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차폐하는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도장 작업 중에는 거의 냄새가 없으며 일

단 건조가 되고 나면 냄새는 완전히 없어 집니다. 

피도면: 

세이프코트 세이프 씨일은 이 위에 도포되는 접착제와 코팅

제의 접착력을 또한 증가 시킵니다. 예를 들어 타일을 바를 

때, 접착제를 칠하기 전에 슬라브나 타일의 바닥에 아주 얇

은 세이프 씨일을 도포하여 보기 바랍니다. (이때에 양생시

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이프 씨일이 아직 끈적끈적 

할 때 접착제를 발라도 됩니다.) 세이프씨일이 아주 부드럽

기 때문에 다중 코팅은 약간 찐득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목재제품, 콘크리트, 목재, 신설 드라이 월, 그

라우드, 석고보드 같은 고다공성 피도면에 적합합니다.  사

전에 은폐국부장소에서 테스트를 하여 표면에 잘 흡수가 되

는 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유리섬유면의 개방면 혹은 비개

방면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통제하는 데 아주 우수합니다. 

- 이때에 피도면에 안개처럼 스프레이 하기 바랍니다. 

 

칠하기:

 

 항상 환기를 유지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통을 천

천히 돌려서 거품을 피하면서 세이프코트 하드씨일을 잘 저

어 주십시요. 다음에 스펀지나, 스퀴즈나, 적절한 뿜칠장비

로 코팅을 하기 바랍니다. 얇게 코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껍게 코팅하면 하부의 표면의 컬러를 어둡게 합니다. 최선

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희석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습

도가 낮거나 적절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  액체일 때는 우

유빛이나 건조하면 투명하여 집니다. 완전히 건조된 표면에 

코팅을 하십시요  정확하게 칠을 하면 도장면의 컬러를 약

간 깊게 합니다.   

세척:

 

 공구와 장비를 마르기 전에 세이프초이스 슈퍼클린과 

따스한 물로 세척하여 주십시요. 

건조/경화시간:

 

 정상적인 환경에서 세이프코트 세이프씨일은 

1시간 만에 지촉건조가 되며 2시간 만에 재 도장할 수 있습

니다. 정상적인 환경은 피도면이 건조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며 적당한 습도와 섭씨13도 (화씨 55도) 이상의 온도

를 말합니다. 칠을 두껍게 하거나 습도가 아주 높다던가 아

니면 정상적인 환경이 아닐 때에는 건조와 경화시간이 늦어 

집니다. 

- 하지 물체로부터 새어 나오는 독성물질을 차폐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점과 특장점 

-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악취로 코팅작업자와 재실자에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부로부터 나오는 유해화합물을 차폐하므로 실내

공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 극히 미량의 VOC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정을 만족하

거나 능가 합니다 

-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사항:

 

 세이프코트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보존체를 포함하

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기밀의 용기

에 보관합니다. 주위 온도가 섭씨12도(화씨 55도)이하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코팅면은 완전히 건조되도록 합니다.  

인체유해주의:

 

 모든 모든 세척제처럼 용기를 기밀상태로 유

지하고 어린이 손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마셨다면 2잔의 물을 마셔서 희석을 하십시요. 

눈에 접촉이 되면 충분한 물로 적어도 15분간 세척하기 바

랍니다...  

물질데이터

물리적 기술        점성액체로 저악취, 약간의 알칼리성 

  

부피%휘발성       82.46% 

수용성   희석가능 

중량%휘발성  82.00% 

VOC 물질  12 g/l 

수분제외 VOC물질  64 g/l  

유해공기오염원*  없음(Zero)   

(*)HAP:  Hazardous Air Pollutants 

 

 

만일 귀하가 화학물질과민증이시

면 개인적 감내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