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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도난방지 시스템이 막고, 자외선은 선블록으로 막고, 그렇다면 더 무서운 전자파는 어떻게 막나요?

이제 도둑이나 자외선보다 더 무서운 유해전자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비가 오면 우산이 필수이듯 전자파에는 강력한 차단막이 필수입니다. 선인장이나 단순한 보호장치로는

방 한 전자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삼화페인트의 전자파 닥터, 외부의 전자파 침입은 물론

내부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 흡수하여 유해전자파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페페인인트트가가 전전자자파파를를 막막는는다다!! 삼삼화화페페인인트트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

※ 가까운 업소나 고객상담실로 전화 주시면 전자파 차단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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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란 전기와 자기로 구성된 에너지흐름의 일종으로 전기가 흐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항상 존재합니다. 

전자파의 성질은 빛처럼 직진하고 반사하며 벽까지도 투과합니다. 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와 더불어 제4의

공해로 제기되고 있는 전자파,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런 전자파의 폐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

파는 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달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음공해와 달리 들리지도 않아 그 폐해를 쉽게 인지하

지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인체는 물론 기기에도 치명적인 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 이제 그 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제44의의 공공해해,,전전자자파파
인인체체는는 물물론론 기기계계에에도도 치치명명적적인인 향향을을 줍줍니니다다

제제44의의 공공해해,,전전자자파파
인인체체는는 물물론론 기기계계에에도도 치치명명적적인인 향향을을 줍줍니니다다

전전자자파파의의 향향

4 SMAHWA PAINTS IND.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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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체체리리듬듬이이 무무너너진진다다,, 기기기기 오오작작동동이이 늘늘어어난난다다!!   전전자자파파의의 향향은은 상상상상을을 초초월월합합니니다다..

기기에 미치는 향

병원에서 유해 전자파로 인해 기기오작동 사건이 발생하거나, 주유중 휴 전화 사용으로 화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듯 유해전

자파는 각종 기기의 오작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서로 다른 전자파의 충돌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은 작게는 일반 가

정집에서부터 크게는 병원이나 지하철, 항공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전자파의 철저한 차단만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표적 사례

�일반 가정집에서 TV주변에 켜놓은 청소기로 인해 TV화면이 몹시 떨리는 현상

�지하철 주변의 전자오락실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한 지하철 무선조종 컴퓨터 오작동으로 신호기 이상 - (1984년 일본)

� 형 종합병원의 정 진단기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핸드폰 사용 자제

�항공기 이착륙시 관제 컨트롤용 전자기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핸드폰 사용 자제

�고압선 근처에서의 자동변속기 차량의 이상으로 인한 속도증가 현상- (한국 소비자 보호원 1998년)

인체에 미치는 향

인체를 비롯한 모든 생물체의 생체신호들은 전기적인 작용의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유해전

자파는 생체리듬을 형성하는 생체신호에 악 향을 끼쳐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유해전자파로부터 몸을 보

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병 가능 증상

나른함, 불면, 신경예민, 두통, 어지러움, 피부노화, 맥박감소, 멜라토닌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 이상

발병 가능 질병

백혈병, 임파암, 뇌암, 백내장, 중추신경계암, 유방암, 치매, 유산, 기형아 출산, 피부질환, 

정자수 감소, 면역기능 이상 초래

표적사례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기형아 출산이 1.9~3.8배 높았다 - (한림 의과연 김윤원교수팀)

�유해전자파는 멜라토닌 분비량을 최고 12.9%~81.5%까지 감소시킨다 - (한양 의 환경산업의학 김윤신교수팀)

�전자파에 노출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80%가 간암, 위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한림 학교 전자파 연구소)

�고압선로 인근에 사는 아동일수록 백혈병 발병확률이 1.5~3.8배 높았다 - (스웨덴에서 1960~1985년 조사 결과)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학생 중 30%가 게임 중이나 직후 두통 및 눈의 피로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 다 - (일본 니카티 시립 병원

소아신경과 전문의 사토 마사히사)

�임신 중 전기담요 사용은 유산의 위험성이 거의 2배 높아진다 - (예일 )

�면역기능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단백질인 TNFα가 전자파를 쏘인 후 75%가량 저하되었다 - (일본 노동성 산하 산업의학 종합연구소)

�TV나 모니터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안면 피부질환이 남성 2.8배, 여성 2.1배 증가한다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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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컴퓨터, 휴 폰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세기의 전자파를 발생합니다.

시 가 발전할수록 그 종류와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전자파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에 한 부정적인 향은 물론 기기의 오작동 등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파의 피해에 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전자자제제품품이이 있있는는 곳곳이이면면 어어디디든든지지

전전자자파파의의 피피해해는는 존존재재합합니니다다..

전전자자제제품품이이 있있는는 곳곳이이면면 어어디디든든지지

전전자자파파의의 피피해해는는 존존재재합합니니다다..

www. s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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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규제정책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전자파의 피해에 한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는 아직 권고안만 있을 뿐 확실한 규제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전자기기들에 한 규

제사항인 EMI(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EMC(전자파 적합성 기준), EMS(전자파 보호 기준) 등의 규제만이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자파의 유해성에 한 국제적인 공감 에 발맞춰 엄격한 규제가 필요

한 실정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해 환경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은 전자파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의 주파수인

60Hz 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특별히 유해성 전자파라하여 규제선(Limit Line)을 두어 엄격히 규제

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는 2002년 까지 전자파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속의전자파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회사에서는 컴퓨터앞에서

작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온갖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 곳곳에 전자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너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생활속의전자파들(도표참조)

∙∙그외전자파들

고압선 부근, 전로 부근, 발전소 변전소 부근, 레이더기지, 병원 정 진단기실(MRI,암치료용 온열치료실),

공항관제탑, 버스 및 일반 자동차, 플라스틱 성형기, 오븐 공장, 핸드폰 기지국, 반도체 연구소 및 전자제품 생

산 공장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전자파가 있습니다.

구분 측정거리 자기장(mG) 전기장(V/m) 비고

전기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모니터

전기면도기

전기히터

TV

복사기

전기메트

가습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TV방송송신소

송전탑

0.22

11.7

0.2~0.28

5.8~7.8

0.67

2.53(29�)기타 1mG 미만

0.4~2.6

57.8

1.52

0.37

우측면 뒷쪽 최

0.139(A/m)

0.08(A/m)

0.0007~0.0031(A/m)

2.55(A/m)

착시증가

착시증가

96~98년산17�모니터

완전충전후

접지상태

구형제품자기량증가

착시증가

착시증가

마이크로웨이브

평균0.11Mw/㎠

32.1 ~48.3

92.9~101.6

2.1~2.7

7.4~22.5

46.5~55.5

화면크기에따라증가

95.2~106.3

78.8~121.1

26.5~26.7

57.3

우측면CONTROL

패널부분이최

115.3

177.3

0.28~1.9

0.44

30cm

10cm

50cm

착

50cm

100cm

20cm

착

50cm

50cm

?

30cm

30cm

50cm

12m

∙일반적인 생활속의 전자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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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는 일상생활 및 전자기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합니다. 

또한 근래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부로부터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전자파의 양은 상당량이 되었으며, 기기의 오작

동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내외부의 모든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삼화페인트의 전자파 닥터가 있습니다.

전자파 닥터는 건축물 내부에 도장하여 옥외에서 투입되는 전자파를 차단

하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전자파 역시 흡수 차단하는 신기술, 

신제품입니다.

전전자자파파의의 천천적적,,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
이이제제 우우리리에에게게는는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가가 있있습습니니다다

전전자자파파의의 천천적적,,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
이이제제 우우리리에에게게는는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가가 있있습습니니다다

www. s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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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페율과 dB와의 관계 전자파닥터와단순한금속분말첨가제와의차단원리비교

전자파 닥터 제품특성

전자파 닥터는 50년 역사의 페인트 전문회사인 삼화페인트공업(주)와 첨단 기술집약 회사인 (주)에드텍이 2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한 유해전자파 차단 신제품입니다. 

이제 믿고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순간, 유해전자파로부터 당신은 해방됩니다.

∙내외부 전자파의 효과적인 차단

전자파 닥터는 건축물 내부에 도장되어 유해전자파에 의한 정 기기들과 인체에 한 악 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반 구적인 사용

한번의 시공으로 반 구적이며 지속적인 전자파 차단효과를 발휘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

전기나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아닌 특수코팅에 의해 전자파 차단 효과를 발휘하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첨단기술로 개발한 전자파 차단제

국내특허는 물론 미국,일본,유럽 특허출원 중이며 첨단기술로 개발한 특수 전도성 수지에 의한 전자파 차단제입니다.

∙편리한 사용, 저렴한 비용

기존의 수성도료처럼 마감이 가능하며 효과 비 비용이 저렴하여 만족합니다.

∙인간을 위한 환경친화적 제품

수용성으로 내부에 도장하기 적합한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먼지부착 방지기능, 항균 및 난연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균방지효과가 탁월합니다.

dB는 전자파 차단 효과를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기준입니

다.예를 들어 10dB라고 가정하면 전자파가 차단제를 통과

할때 그 에너지는 1/10로 줄어드는 것이며, 20dB일때는

1/100로 줄어든것을 의미 합니다.

dB

10

20

30

40

50

차페율(%)

90

99

99.9

99.99

99.999

전자파 닥터

(접지 불필요)

금속분말 첨가제품

(접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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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닥터 차단효율

전자파 닥터를 추천도장 시스템으로 도장시 50㎒~1㎓의 고주파 역 에서 최 9㏈

(차폐율 85~90%)의 차단수치를 보입니다.(도막두께 상승시 차폐율 상승가능함)

전자파 닥터 차단원리

전자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자파가 진행하는 곳에 방해판을 놓음으로써 전자파를 반

사, 흡수, 산란 등으로 에너지를 소멸시켜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파도의 피해를 막기위해 방파제를 쌓거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장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안팎에서 생성되는 유해전자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파 닥터는 도료에 포함된 특수수지에 전기가 통

하는 성질을 지니도록 만들어 내외부의 전자파를 근본적으로 흡수 및 외부로 방출시켜

차단하여 줍니다. 이는 단순히 수지에 금속분말체를 첨가하여 접지에 의해 외부로 전자

파를 유출해야하는 기존의 도료와 비교할때 확실히 진보된 첨단 기술입니다.

※전자파 닥터는 전자파 투과시 자체적인 저항에 의해 전자파를

차단 하는 첨단기술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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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닥터는 페인트 형태의 액체로 모든 건축물의 내부에 도장하여 내외부의 유해전자파

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병원 및 연구실과 같이 정 한 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방지하여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이제 전자파 닥터로 건물에 생명력을 높이십시오. 튼튼한 건물은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기

능에서도 건강함을 지녀야합니다.

지금 전자파 닥터로 속까지 건강한 차별화된 기능성 건물로 거듭 나십시오. 기능성 건물로

의 홍보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겉겉만만 튼튼튼튼하하다다고고 튼튼튼튼한한 건건물물은은 아아닙닙니니다다

이이제제 전전자자파파를를 차차단단하하는는 속속까까지지

튼튼튼튼한한 건건물물이이 되되십십시시오오

10 SMAHWA PAINTS IND. CO., LTD

www. spi.co.kr
www. paintclub.co.kr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의의 필필요요장장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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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닥터가 필요한 곳

황토 아파트, 참숯 바닥재, 수맥파 차단 장판, 천연옥 장판 등등 건물 곳곳에 건강과 관련한 제품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전자파 차단에 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자파 닥터를 사용하십시오.

확실한 전자파 차단은 인체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정 기기의 오작동을 막아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제 전자파 닥터로 전자파의 각종 악 향에서 벗어나십시오.

∙병원의 정 진단 시설 및 입원실

∙건강에 관심이 높은 고급빌라 및 아파트단지

∙유해 전자파에 민감한 아이들의 교육시설 및 노인정

∙전자장비가 가득한 방송국

∙정 기기들로 첨단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단지

∙컴퓨터를 보유한 사무실 및 전산실

∙고압 송전탑 주변 건물

∙휴 폰 기지국 내부

∙발전소, 변전소, 송전소 내부

∙공항청사 및 관제탑 내부

∙전자제품 제조 공장

∙정 군사시설

∙기타 유해 전자파의 방지를 위한 건축물 내부

가정에서의 전자파닥터 병원에서의 전자파닥터

11SMAHWA PAINTS IND. CO., LTD

정 산업체에서의 전자파닥터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파에 의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제 확실한 전자파 차단 페인트, 전자파 닥터로 산업기계의 오작동 피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수많은 가전제품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전자파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옵니다. 만성피로, 무기력증은 물론 암의 피해까지 가져오는

전자파! 이제 전자파 닥터로 해결하십시오. 전자파 닥터,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기기의 오작동으로 종종 돌이킬 수 없는 피

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기기의 오작동의 주원인이 바로 전자파입니다. 인

명을 다루는 곳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병원, 이제 전자파 닥터

로 생명을 지키십시오.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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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외부의 전자파 차단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아주는 전자파 닥터!

가정집은 물론, 컴퓨터 사용이 많은 사무실, 정 기기를 다루는 병원, 연구소 등등

우리가 사는 모든 건물에는 전자파 닥터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건물을 찾듯, 앞으로 사람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자파 차단 건물을 찾게 됩니다.

전자파 피해는 미미, 생활의 활력은 솔솔, 전자파 닥터!

지금 바로 칠하세요. 전자파 닥터와 함께라면 더이상 전자파의 피해는 없습니다.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 전전자자파파 출출입입을을 금금지지하하는는 통통제제선선입입니니다다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 전전자자파파 피피해해를를 방방지지하하는는 안안전전선선입입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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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닥터 100은 콘크리트 기공에 침투력이 좋고 부착력이 우수

하며, 전자파닥터 200의 성능을 보완, 보호하도록 설계된 도료로서

전자파닥터 200의 도장에 앞서 피도면 전처리용으로 적합한 도료

입니다.

∙∙각종 시멘트 기재시설물 표면 전처리용 하도로서 전자파탁터 200의
하도용

용 도

1. 표면처리

∙∙피도면에 먼지나 기름때 및 수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2. 작업기상조건

∙∙ 기온도 : 5�35�C, 상 습도 : 85% 이하

3. 도장기구

∙∙붓, 로라, 스프레이

4. 주의사항

1) 도료가 눈,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3) 도료가 얼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4) 도료를 얼리지 말고 도장 전에 서서히 고루

저은 후 사용하되 과도한 교반은 피하십시오.

5) 도장시 과도한 도막두께는 건조를 지연시키므로

적정 도막두께로 도장하십시오.

∙∙마감상태 반광

∙∙색상 투명

∙∙피도면 콘크리트, 몰탈, 블록, 슬레이트

∙∙조성 1액형

∙∙부피고형분 18%

∙∙추천건조도막두께 피도체에 스며듬

∙∙도장회수 1회

∙∙이론도포면적 7.2㎡/L

(건조도막두께:평균 25μm시)

*도장작업시 손실량과 표면상태를 고려하십시오.

∙∙건조시간(25�C)

고착건조 30분

경화건조 1시간

재도장간격 4시간

∙∙희석제 물

∙∙저장기간 12개월(5�38�C실내보관시)

사용방법 물성자료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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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쁘로셔 최종와와  2003.7.31 7:12 PM  페이지15



www. spi.co.kr 
www. paintclub.co.kr

전자파닥터 200은 건축물 내부용 중도제로서, 전도성이 우수한 수

지와 우수한 접착력을 지닌 수지를 적용하여, 유해전자파를 차단하

는 수성도료로서 유해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위에 적합

한 전자파 차단용 수성 도료입니다.

∙∙각종 건물의 내부용 중도제로서 유해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위의 유해전자파 차단용

용 도

1. 표면처리

∙∙전자파닥터 100으로 하도 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에 먼지

나 기름때 및 수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2. 작업기상조건

∙∙ 기온도 : 5�35�C, 상 습도 : 85% 이하

3. 도장기구

∙∙붓, 로라, 스프레이

(도장면적이 넓은 곳은 스프레이를 추천합니다.)

4. 주의사항

1) 도료가 눈,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3) 본 도료는 약산성의 도료로서 철재 도장기구의 부식에

유의하십시오.

4) 하도는 당사 지정도료를 사용하십시오.

5) 도료를 얼리지 말고 도장 전에 서서히 고루 저은 후 사용하

되 과도한 교반은 피하십시오.

∙∙마감상태 무광

∙∙색상 진한녹색이나 흑색으로 보임

∙∙피도면 콘크리트, 몰탈, 블록, 슬레이트

전자파닥터 100 도장 후 도장

∙∙조성 1액형

∙∙부피고형분 20%

∙∙추천건조도막두께 40μm

∙∙도장회수 2회

∙∙이론도포면적 5㎡/L

(건조도막두께:평균 40μm시)

*도장작업시 손실량과 표면상태를 고려하십시오.

∙∙건조시간(25�C)

고착건조 30분

경화건조 1시간

재도장간격 4시간

∙∙희석제 물

∙∙저장기간 12개월(5�38�C실내보관시)

사용방법 물성자료

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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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닥터 300은 전자파닥터 200의 성능을 보완, 보호하도록

설계된 도료로서, 전자파닥터 200을 도장한후 추가로 도장하여

외부로 부터의 성능저하 요인과 전자파닥터 200의 성능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료의 입니다.

∙∙전자파닥터 200의 보호, 보완용 표면처리제

용 도

1. 표면처리

∙∙피도면에 먼지나 기름때 및 수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2. 작업기상조건

∙∙ 기온도 : 5�35�C, 상 습도 : 85% 이하

3. 도장기구

∙∙붓, 로라, 스프레이

4. 주의사항

1) 도료가 눈,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3) 도료가 얼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4) 도료를 얼리지 말고 도장 전에 서서히 고루

저은 후 사용하되 과도한 교반은 피하십시오.

5) 도장시 과도한 도막두께는 건조를 지연시키므로

∙∙마감상태 반광

∙∙색상 투명

∙∙피도면 전자파닥터 200도장후 도장

∙∙조성 1액형

∙∙부피고형분 35%

∙∙추천건조도막두께 피도체에 스며듬

∙∙도장회수 1회

∙∙이론도포면적 17.5㎡/L

(건조도막두께:평균 20μm시)

*도장작업시 손실량과 표면상태를 고려하십시오.

∙∙건조시간(25�C)

고착건조 30분

경화건조 1시간

재도장간격 2시간

∙∙희석제 물

∙∙저장기간 12개월(5�38�C실내보관시)

사용방법 물성자료

www. spi.co.kr 
www. paint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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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닥터 400은 비닐에멀젼을 적용하여 우수한 작업성과 은은한

무광으로 전자파닥터의 상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성 무광 도료

입니다.

∙∙전자파닥터 300의 상도용(백색 및 담색도료)

용 도

1. 표면처리

∙∙피도면에는 모래, 흙, 기타 오물등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하고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2. 작업기상조건

∙∙ 기온도 : 5�35�C, 상 습도 : 85% 이하

3. 도장기구

∙∙붓, 로라, 스프레이

4. 주의사항

1) 내수성 불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파닥터 300을 완

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하십시오.

2) 최초 1회 도장을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균열(도료의 균열)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얇게 2회 도장하십시오.

3) 도료가 눈, 피부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도료를 얼리지 말고 도장 전에 서서히 고루 저은 후 사용하되

과도한 교반은 피하십시오.

5) 기온도 5�C이하나 상 습도 80% 이상일 경우 특히 비온

직후에는 접착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하십시오.

∙∙마감상태 무광

∙∙색상 백색, 담색(주문에 의함)

∙∙피도면 전자파 300도장후 도장

∙∙조성 1액형

∙∙도장회수 1�2회

∙∙부피고형분 32.8%

∙∙추천건조도막두께 40μm

∙∙이론도포면적 6�7㎡/L

(건조도막두께:평균 40μm시)

*도장작업시 손실량과 표면상태를 고려하십시오.

∙∙건조시간(25�C)

고착건조 40분

경화건조 3시간

재도장간격 3시간

∙∙희석제 물

∙∙저장기간 12개월(5�38�C실내보관시)

사용방법 물성자료

www. spi.co.kr 
www. paint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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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순서

하도 전자파-닥터100

전자파-닥터200

전자파-닥터300

전자파-닥터400

SB-T-100

SB-T-101

SB-T-102

SB-T-104

1회

1회

2회

6회

2회

피도체에스며듬

피도체에스며듬

40μm

40μm

피도체에스며듬

피도체에스며듬

40μm

40μm

100μm

0.111

0.111

0.200

0.057

0.139

0.250

0.071

0.158

LOSS율 20%

LOSS율 20%

LOSS율 20%

LOSS율 30%

중도

상도1

상도2

합 계

제품명 규격번호 도장회수 도막두께(㎛) 이론소요량(L/m²) 실소요량(L/m²) 비교

구분

하도

중도

상도1

상도2

도료명

전자파-닥터 100

전자파-닥터 200

전자파-닥터 300

전자파-닥터 400

붓,로라,스프레이

붓,로라,스프레이

붓,로라,스프레이

붓,로라,스프레이

사용 가능 도장기구 도막두께

www. spi.co.kr 
www. paintclub.co.kr

작작업업사사양양서서

1.표준도장 시스템 2.도장방법

※실제소요량은 작업조건, 작업방법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표면처리

① 신축 건축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 (25�C 기준, 상 습도 50%)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② 시멘트의 경우 적정함수율은 10%이하이고 적정pH는 7-9 이다.

③ 피도면의 Laitance,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월드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한다.

2)도장사양 및 도장기구

※중도의 경우 도장면적이 넓은 곳은 스프레이 추천합니다.

18 SMAHWA PAINTS IND.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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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 도장(전자파-닥터100)

표면처리가 끝난 후 전자파-닥터100을 피도물에 스며들도록 얇게 도장한다.

4)중도 도장(전자파-닥터200)

① 도장전 서서히 고루 저어 사용하며 과도한 교반은 피한다.

② 전자파-닥터200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40㎛이 되도록 2회 도장한다.

③ 이 때 필요시 최 10%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④ 25�C기준에서 추가도장 가능시간은 3시간 이후가 적당하나 습도, 통풍등 기후에 따라 건조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 되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5)상도1도장(전자파-닥터 300)

전자파-닥터300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20㎛이내가 되도록 1회 도장한다.

6)상도2 도장(전자파-닥터 400)

① 전자파-닥터 400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40㎛가 되도록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최 10%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25�C기준 추가 도장가능 시간은 2시간 이후가 적당하나 습도, 통풍등 기후에 따라 건조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보수 도장

1)구도막이 있을 경우 샌딩 등의 표면처리를 통하여 층간 접착력을 증가시킨 후 전자파-닥터 100,200,300,400 을 도장방법에 따라 차례로 도장한다.

2)특히 유성 구도막이나 광택용 수성도료에 보수도장할 경우 표면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3)전자파-닥터 100의 점도가 낮으므로 구도막 위에 도장시 흐름성에 유의하여 도장해야 한다.

4.도장시 주의사항

1)하도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시멘트와 같은 피도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알카리 용출물에 의한 전자파차단 효과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2)구도막 및 유색도료로 도장된 면에 도장시 적합성 여부를 당사에 확인후 작업해야 한다.

3)타 도료와 혼합 사용을 금한다.

4)전자파 -닥터 100과 300은 전자파-닥터200의 성능을 보강, 보호하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5)피도물의 표면온도가 5℃이하에서는 가급적 작업을 피한다.

5.제품의 취급및 보관

1)전자파 닥터 200의 저장기간은 통상적으로 25℃에서 제조일로 부터 12개월 이므로 저장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당사에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2) 도료가 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5~38℃ 실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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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자자파파 닥닥터터 관관련련서서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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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자자파파 에에 관관한한 보보도도자자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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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125번지 TEL: (02)-765-3641    FAX: (02)-745-2445~6    

공 장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77    TEL: (031)-499-0394  FAX: (031)499-0399

삼화페인트공업 (주)
SAMHWA PAINTS IND. CO., LTD

∙∙고객상담실 Tel: 080-311-2398 (수신자 부담)                      ∙∙스펙감리팀 Tel: (02)765-3641        Fax : (02)744-2446 ∙∙ 업기획팀 Tel: (02)765-3641 Fax : (02)744-4853 

∙∙서울 업소 Tel: (02)741-4133        Fax : (02)745-2445 ∙∙인천 업소 Tel: (032)424-7515~7 Fax : (032)424-7518 ∙∙ 전 업소 Tel: (042)626-1101~2     Fax : (042)626-1103       

∙∙수원 업소 Tel: (031)251-8474~6  Fax : (031)251-8478 ∙∙부산 업소 Tel: (051)583-7001~4 Fax : (051)583-7005 ∙∙광주 업소 Tel: (062)529-8877,6600  Fax : (062)526-5779  

∙∙ 구 업소 Tel: (053)651-5396~8  Fax : (053)651-5399 ∙∙원주 업소 Tel: (033)745-7717~8 Fax : (033)745-7719 ∙∙전주 업소 Tel: (063)222-7408~9    Fax : (063)222-7705   

∙∙홈페이지 주소 : www.spi.co.kr                                            

∙포탈사이트 주소 : www. paintclub.co.kr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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