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일: 4/2016 

트랜지셔날 프라이머 (Primer) 
수성제품 / 작업면적 1갤런당 도포면적 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번호 및  

용기크기 

80290 Qt / 80190 Gal 

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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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코트의 트랜지셔날 프라이머는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면서도 독성과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고품질의 수성 무광의 다용도 프라이머 입니다. 특히 

유성페인트에서 수성페인트를 칠할 때 아주 적합합니다.  매

우 단단하고 효과적인 폴리머 구조로 적절하게 칠을 하면 

유해물질을 차폐하는 훌륭한 씰러입니다 세이프코트 트랜지

셔날 프라이머는 냄새가 거의 없으며 다른 페인트와는 달리  

유해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감추기 위하여 마스킹제나 향료

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도면

 

: 거의 모든 실내 및 실외에 표면: 벽체, 천장, 목재 

및 목재트림, 완전경화한 석고, 치장벽토와 석조. 

피도면준비:

 

 피도면은 연마되어야 하고 깨끗이 청소되어, 먼

지나 그리스나, 곰팡이, 기름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악취 

무염색의 세이프초이스 슈퍼 클린 같은 다목적 클리너를 사

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의 유성페인트는 접착력을 촉

진하기 위하여 연마되어야 합니다 (모든 광택이 제거되고 페

인트의 껍질이 벗겨져야 함) 습식연마를 추천합니다. 목재의 

옹이구멍이나 수성스테인은  전체면적을 칠하기 전에 트랜

지셔날 프라이머로 2회에 걸쳐서 부분칠 테스트를 하여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이 부분을 무 왁스 

셀락 이나 혹은 기타 재료로 “블리드 쓰루”를 방지하기 위

한 국부초벌을 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페인트부분이 불량할 

때에는 벗겨내고 연마를 한 후 초벌칠을 합니다.  기존의 코

팅이 있을 시는  항상 사전 테스트를 하여 접착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도포하기 전에 표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합니다.  

칠하기

 

:  사용하기 전에 세이프코트 트랜지셔날 프라이머를 

잘 저어서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어를 사용하여 칠을 

합니다. 희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품질의 나이론 붓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털의 길이가 6~12 mm인 롤러를 추천

합니다(긴 털은 다른 텍스처를 만듭니다.). 스프레이를 하기 

위하여서는 약 5%로 희석하여도 됩니다. ( 1갤론의 페인트

에 1/2핀트 물) 스프레이를 할 때에는 도장공 마스크를 사

용하기 바랍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팁이 0.017~0.021

이어야 합니다. (가역적인 타입이 최고입니다.)  30번 고 압

력 필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완벽한 도장을 하기 위하여서

는 앞선 뿜칠과 약 1/4에서 1/2 겹치도록 약 45cm (18”) 

떨어진 곳에서 스프레이를 합니다. 춥거나 습기 찬 때에 도

포면의 온도가 섭씨13도(55°F)이하에서는 칠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재 도장:

 

 도장을 한 후 재도장을 하기 위하여서는 8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재 스테인을 가장 확실하

게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칠을 한 후 밤을 재우는 것이 좋습

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제품은 만 7일 동안 계속 접

착력을 증가시킵니다. 정상적인 환경은 피도면이 건조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며 적당한 습도와 13도 (화씨 55도) 

이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칠을 두껍게 하거나 습도가 아주 

높다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환경이 아닐 때에는 건조와 경화

시간이 늦어 집니다.   

세척: 

 

사용한 공구와 장비는 마르기 전에 세이프초이스 슈퍼

클린과 따뜻한 물로써 세척을 합니다.  

- 강한 침투와 기계적 접착을 촉진하는 독특한 분자구조 

이점과 특장점 

- 최상의 차폐를 위하여 매우 치밀한 폴리머 구조 

- 유성페인트면에 수성코팅제를 칠할 수있도록  중간역할 

- 강한 발산제한 씰러 

- 포름알데히드 방향족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아니함 

- 실내공기오염을 저감. 

 

견조/경화시간

   

: 정산적인 상황에서 세이프코트 트랜지셔날 

프라이머는  1시간이내에 지촉 건조합니다. 유성페인트 위

헤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재코팅하기 전에 혹은 마감칠 하기 전에 적어도 8시간을 기

다리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지속적으로 7일간 접착경화사

이클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건조한 표면, 원활한 

공기흐름, 적절한 습도와 55도화씨 (13도섭씨)이상의 온도입

니다. 두꺼운 코팅과 높은 습도와 정상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는 건조와 경화가 더 늦게 됩니다. 

제한사항:

 

 다른 일반적인 페인트와는 달리, 세이프코트페인

트는 포름알데히드 보존체, 유해한 곰팡이 억제제나 곰팡이 

제거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

다. 기밀의 용기에 보관합니다. 주위 온도가 12도(화씨 55도)

이하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지 않도록 합니다. 

인체유해주의:

 

 모든 코팅제와 착색제처럼 용기를 기밀상태로 

유지하고 어린이 손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섭취하지 않도

록 합니다.  만일 마셨다면 즉시 2잔의 물을 마셔서 희석하

기 바랍니다. 눈에 접촉하였다면, 즉시 적어도 15분간 충분

한 물로 세척하기 바랍니다. 

물질데이터

물질설명:      점성액체, 저악취, 약알칼리, 백색 

  

부피%휘발성 56.89% 

수용성  희석가능 

중량%휘발성 44.91% 

VOC 물질  9 g/l, 0.08lb/gal 

수분제외 VOC물질  22 g/l, 0.18lb/ga; 

유해공기오염원*  없음(Zero)   

(*)HAP:  Hazardous Air Pollutants 

 

만일 귀하가 화학물질과민증이시면 개인적 감

내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