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강화 및 분진방지제
콘필드
Concrete Dust Treatment

KP 콘필드 바탕강화 및 분진방지제는 특수 첨가제 성분이 모체를 실링하는 동시에 콘크리트의 표면 강도를 높여 주는 액체 타입의
첨가제로 막을 형성하는 타입이 아닌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와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풍화작용에 의한 분진현상 및
모래 탈락방지 효과로 방청, 자외선에 강한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특징
● 모체가 강력한 내구성을 소지함
● 시공이 간편하고 빠른 건조
● 우수한 내수성과 내마모성
● 셀프레벨링, 보수몰탈 타설전에 프라이머 용도 가능
● 수용성 도막방수재 프라이머 용도 가능
● 콘크리트 부식방지 및 크랙방지 효과 우수
● 몰탈에 혼합시 우수한 방수성능 발현
● 뛰어난 방수효과

적용
● 노후된 몰탈 표면(모래가루 발생부위)
● 부실한 몰탈 표면(분진발생 부위)
● 몰탈과 배합하여 미장작업 시 우수한 접착 및 방수효과
● 표면 마찰이 심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부위
● 오염등의 추가적인 표면처리 요구시

이론도포량
구분

도포량

거친면

0.3kg /㎡

고른면

0.2kg /㎡

비고

시공방법
시공전 시공부위 외에 부위는 반드시 보양작업을 시행한다.

표면처리
1. 오염부위의 표면은 샌드블라스팅, 연삭작업, 그라인딩등으로 먼지, 유분등 완전히 제거합니다.
2. 바닥면의 미세한 크랙이나 홈은 몰탈로 표면작업을 한다. (바닥면과 동일한 색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콘크리트 외에 우레탄, 에폭시등에 작업이 된 바닥에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휠, 또는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완전히 제거합니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진공청소기나 물세척으로 바닥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 사용방법(신규타설 바닥면)
1. 원액으로 사용하며 타 제품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콘크리트 내부에 충분히 침투할 수 있도록 바닥에 뿌리거나, 저압고용량의 분무기를 사용합니다.
3. 1차 도포 후 바닥면이 먼저 건조된 부분에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도포합니다.
4. 바닥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은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과 희석하여 도포합니다.
5. 로울러 작업에 경우에는 표면건조가 빠르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묻혀 작업하고, 너무 많은 횟수를 롤링하지 않도록 합니다.
6. 도포 후 겔(Gel)현상이 진행된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합니다.

포장 및 사용량
● 포장 : Gross Weight : 18kg/ Pail
● 바탕강화제로 사용시 원액으로 18kg/ Pail
● 건물철거 분진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 KP콘필드(18kg) : 물(18kg) 혼합사용

주의사항
● 이상 저온 및 고온에 시공은 금하며, 바람 또는 먼지가 발생될 경우에도 시공을 금합니다.
● 피부 접촉시에는 흐르는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합니다.
● 잔류액상 제거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시공부위 외에 유리, 알루미늄, 석재등에 묻을 경우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양작업을 합니다.
● 시공부위에 콘크리트 표면이 매끄러운 바닥은 시공을 금합니다.
●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만일 마셨을 경우에는 토하게 하고 의사와 상의합니다.
시공전 표면

시공후 표면

방수효과
표면강화
우수한 침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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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폐사의 다양한 연구와 기술정보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품질개선에 의해 예고
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조건에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