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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

컴팩트 바인더

폴리우레탄계

육면 피혁용 컴팩트 바인더 – 소프트 타입(수성)

DRB-11 Split Leather Compact Binder – Soft Type (Waterborne)

사용시점 및 사용방법

필름타입

성상

유통기한

제품소개

주의사항

면책고지

제조자 정보

베이스나 중간 코팅 시 물에 희석하여 충분히 흔들어서 스프레이 등 기타 제용 방법으로 작업. 

희석비율은 목표하는 물성과 작업환경에 맞춰 사용자가 사용 전 조절

경도 슬립감 광택

Soft Tacky 유광

구성 : 폴리우레탄계

외관 : 유백색 액체

고형분 : 10 %

이온성 : 음이온

pH : 8±1

점도 : 150 cps

용해성 : 물과 수용성 유기용제에 쉽게 용해

포장 : 120kg(통)

제조일로부터 1년

–  소프트 타입의 필름을 형성해 주는 베이스 또는 중간 코팅 용 컴팩트 바인더로서 모든 육면 피혁(split 

leather)에 최적화 된 제품입니다.

–  타 바인더와 혼합하여 간편하게 물성을 맞출 수 있는 컴팩트 바인더입니다.

–  피혁 가공 후 겹쳐서 적재할 때 피혁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합니다.

–  본 제품은 피복력과 광택이 우수합니다.

–  물에 희석하여 안료(피그먼트, pigment)와 함께 사용합니다.

–  필름이 소프트(soft)하고 실키(silky)합니다.

–  무용제형 타입이라 친환경적입니다.

–  본 제품은 수분산형 액체 제품이므로 영하의 추운 상태에서 제품을 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사광

선을 피하여 섭씨 20℃ 상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화학적 주의 사항은 본 제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성능, 적용범위 및 대상, 제품 보관방법, 제조자가 권장하는 사용방법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상 하자나 오류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제품은 무상교환 되거나 반품되지 않습니다. 

–  본 제품과 타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또한 제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을 당사의 상표가 아닌 제3의 상호 또는 상표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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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Soft

Tacky       Glo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