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게시판

콘크리트 바닥 준비
콘크리트 바닥 페인트칠 시, 코팅 도포 전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의 상태, 수분 함량,
코팅 여부, 양생 실러 유무 또는 표면에 이형 오일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한 코팅 시스템은 적절한 표면
준비가 이뤄진 경우만 의도한 대로 수행됩니다. 특정 코팅
시스템이 점착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권장 단계 및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맨 콘크리트
내부 건물 또는 차고 대부분의 콘크리트 바닥에는 표면에
최대 1/4인치(0.64cm) 깊이의 양생 실러 또는 조밀제
(밀봉제)가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첨가제는
양생 과정 중에 도포되어 훨씬 단단하고 먼지가 적은
표면을 만듭니다. 현장 주입 콘크리트 "틸트-업"과 같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새로 부어 넣은 벽체를 기존
바닥에서 분리하기 위해 바닥에 이형 오일 또는 부착
방지제가 도포될 수 있습니다. 이형 오일, 부착 방지제
또는 기타 유형의 표면 오염 물질(예: 오일, 그리스,
접착제 또는 먼지)을 고압 세척, 증기 또는 화학 세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양생 실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콘크리트 바닥이 다공성이며 코팅이 침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물방울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바닥을 적절히 용매 세척한 후 물방울 테스트(정성적)를
실시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의 건조한
표면에 몇 방울의 물을
떨어뜨립니다. 물이
콘크리트에 흡수되어
외관이 어둡게 변하면

통과입니다. 표면의
물방울이 콘크리트에
침투 또는 흡수되지
않으면 양생 실러가
존재하므로 결과는
실패입니다.
양생 실러가 존재하는
경우, 코팅이 침투하여 점착될 수 있는 다공성 표면을
만들기 위해 양생 실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양생
실러를 산성 용액을 사용해 부식시켜 제거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산성 용액은 깨끗하고
실러가 없는 콘크리트 표면과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산성
부식은 적절한 다공성을 제공하는 데 가장 비효과적인
수단이며, 양생 실러, 이형제 또는 기타 표면 오염 물질이
없는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양생 실러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면을 분사 연마하거나 쇼트 블라스트하거나
다이아몬드 연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일, 실러,
이형제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는 제대로 조도된 콘크리트
표면이 됩니다.

이전에 페인트칠을 한 적이 있는
콘크리트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기존의 바닥 코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매우 상세한 콘크리트 바닥 표면 준비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제조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현지 Dunn-Edwards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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