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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술 자료 

공급업체 상세정보 

 

회사명 : 진광산업㈜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13 

지역 및 국가 : 한국 

전화 : +82-31-767-8441 

팩스 : +82-31-767-8442 

안전자료에 대한 책임자 e-mail 주소 : confiad@confiad.com 

제품유통 : 진광산업㈜ 

 

제품설명: 

 

ConfiAd® Penetration Remover[침투 제거제]는 석재 표면에 오염된 침투성 색상 강화제(Color Intensifier),  

오래된 때를 제거하는데 사용합니다. 

제품 물성 

 

외관 : 액체 

색상 : 엷은 노란색 

밀도[g/cm³] : 1.07(27°C)            

수명 : 원포장으로 얼지않는 시원한곳에 보관하면 약 2년 

 

사용설명서: 

 

1. 석재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시오. 

2. 제품을 헝겊이나 스폰지, 솔로 오염부위에 바릅니다.  

3. 제품이 오염을 분해 할 때 까지 적어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4. 오염이 심한 경우 24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5.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거나 제품을 추가로 도포하여 축축하게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6.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기 위해서는 강한 플라스틱 솔로 문질러 주세요. 

7. 많은 양의 물로 석재표면에 잔류물이 완전히 없어 질 때 까지 세척 해줍니다.  

8. 세척 후 오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상기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9. 처리가 끝난 후 석재표면을 건조시켜 줍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1. 사용 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예비시험을 수행하시오. 

2. ConfiAd®Penetration Remover[침투 제거제]는 광택 낸 대리석, 라임스톤, 합성수지로 제조한 인조대리석과 

    테라조, 엔지니어드 스톤, 강 알카리에 민감한 에나멜 표면, 엘록살(eloxal) 표면 등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3. 작업 전에 견본 작업을 통하여 작업한 면의 오염 제거 정도와 세척력을 평가하여 적합한 소요량을 파악하시오.  

4. 석재에 물이 스며들어 색상이 진하게 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여 제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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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력한 프라스틱 솔을 사용하십시오. 

    6. 제품을 식물에 닫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 어떤 종류의 석재는 색상이 약간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물을 사용하여 더 세척하거나, ConfiAd® Stone Cleaner를 물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세정하면 보통 사라집니다. 

    8. 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9. 사용한 제품 용기는 완전히 비운 후에 페기 하십시오.. 

 

적용분야: 

 

천연석, 콘크리트 애쉴러(ashlar), 세라믹 

 

안전절차: 

 

적당한 작업절차에 관해서는 작업장 안전에 관한 국가 법률에 따르고 유앤 규칙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정성 

보건자료에 문의하여 추천된 것이다 

적용범위: 

 

제품 1L로 5~20 평방미터 처리가능.  

 

포장: 

 

PE 용기:  1L   

통의 성분은 HDPE. 사용 후에는,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에 관련된 지방 과 국가 규정에 준수한다.  

포장은 최신규칙을 참고로 항공수송(I.A.T.A.), 해상운송(I.M.O.), 육상운송(A.D.R.)에 대해 확인된 것이다.  

주의: 

 

상기의 정보는 기술진보가 가장 최근 단계를 토대로 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며, 적용, 처리과정 그리고 환경적 영향들이 통제 범위를 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