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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역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서 글로벌 본사는 미국 Chicago에

폴리머 재료를 사용하는 고객의 솔루션 제공을 위한 ITW 사업장으로 구

위치해 있습니다.

성된 그룹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60년에 걸친 연구와 경험 덕분에 최첨단

Fortune 200대 기업(2012년 매출액 기준 149위)이며, 뉴욕 증시(NYSE)에
ITW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52개국 825개의 현지 법인에 60,000여 명의

이 X-Ray 사진에서 천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뇌진탕이 보이십니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는 업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사고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사망 및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화학

검증된 솔루션들을 창안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품, 물, 음식 찌꺼기, 비나 눈과 같은 오염 물질 때문에 누군가가 미끄러
지거나 넘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산업용 장비, 시스템 및 특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4,000개 이상의 특허와 5,000여 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
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5,000여 개 이상의 제품을 성격이 유사한

여러분의 시설에서 누군가가 미끄러지거나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경영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전화로 사고 소식을 듣게 되

ITW Performance Polymers & Fluids Group(약칭 ITW PP & F Group)은

고 그에 대한 치료 및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American Safety Technologies가

그중 한 그룹으로 케미컬 제품을 총괄합니다.

ITW Philadelpia Resins

ITW PP & F Group은 ROCOL, LPS, Devcon, Plexus, Permatex,

130 Commerce Drive, Montgomeryville, PA
www.philadelphiaresins.com

검증한 미끄럼 방지 솔루션으로 여러분 자신
과 임직원 분들을 보호하십시오.

American Safety Technology, Chockfast, Krafft, Futura, Densit, QMI,
Wynn, Versachem 등 많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TW American Safety Technologies

100년의 역사와 품질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다국적 산업용 특수 제품 전문

해양 및 산업용 미끄럼 방지 바닥 및 덱(Deck) 시스템 제조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 ITW 사의 한국법인인 당사는 1987년 산업용 고성능 윤활 제품의

선도 기업입니다. 또한, Insulcast라는 명칭의 전기 Encapsulants 라인 전체를

선두주자인 ROCOL의 한국법인으로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윤활의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정비 비용 절감, 조업 편리성 제고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과

American Safety Technologies 미끄

여러 번 도포할 때마다 가동중지 시간이 며칠씩 걸리는 부담을 당연히 가질

국내 채산성 향상을 통한 사업 성장에 기여하며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럼 방지 코팅 페인트는 비용이 들지만 5배 더 오래

수밖에 없습니다. AST Anti-Slip 코팅을 사용하면 이런 상황을 겪을 필요가

이후, 1988년 LPS, 2002년 Chockfast, 2007년 American Safety

지속됩니다. 미끄러짐과 낙하 사고에 대비해 일

technology 브랜드를 추가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반 바닥 페인트에 모래를 넣는 것은(Sand-In-

Devcon, Densit, Plexus, Krafft, Polyspec, Dymon/Dykem 등 많은 브랜드

Paint) 가장 흔한 처리 방법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를 추가하여 ITW PP & F Group 내에서 한국 시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단점이 있습니다. 모래 결정이 곧 표면 맨 위에서

아니라 골칫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에

이와 같은 편의성과 지속성을 갖춘 AST Anti-Slip 코팅 제품을 사용해

ITW American Safety Technologies

다하고 있습니다.

565 Eagle Rock Avenue, Roseland, NJ
www.astantislip.com

이처럼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Quality”를 우선
시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도입을 바탕으로 안정성장 정책과 합리적 의사결정

Paint) 및 다른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시스템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5배 더 높은 지속성이란 도포 횟수, 가동중지 시간, 비용이 줄어들 뿐만

보십시오.

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플랜트 매니저가 알려주겠지만 준비
작업 비용이 제품 비용보다 훨씬 더 듭니다.

을 통해 동종업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인재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비즈니스 역량을

전세계 판매망

균형 있게 키워 나가면서 보다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아르헨티나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브라질

●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

칠레

●

중국

덴마크

●

●

●

벨기에

이집트

●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보다 젊고

이태리

●

●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리아 대만 태국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

감사합니다.

서인도 제도

●

●

●

●

●

●

●

쿠웨이트

●

●

말레이시아

●

●

●

●

●

●

●

샌드-인-페인트(Sand-In-Paint)

AST Anti-Slip 코팅

●

●

●

일본

●

멕시코

●

역동적이며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산업용 특수 제품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출됩니다. 페인트 내 모래가 닳아 없어진 표면을 계속 교체하기란 번거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샌드-인-페인트(Sand-In-

●

●

●

●

왕래가 잦은 구역에서 권장되지 않음
충격 및 화학적 저항성 약함
낮은 마찰력을 갖는 표면으로 인해
수막현상(Hydroplaning) 초래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음 : 6-9개월

지게차, 철제차륜식 차량 및 보행자들이
지나가도 견디도록 공학화
심한 충격 및 화학적 저항성 우수
강한 프로필 마찰력을 갖는 표면 때문에
정지 마찰력 높음
5배 이상 더 오래 지속되는 미끄럼 방지 솔루션

ITW PP & F 코리아(주)

2

3

전투현장에서 시험을 거친 강력한…

다양한 고객의 요청에 대한

AST Anti-Slip Coatings

Anti-Slip Coating Solutions
NASA의 엔지니어들은 공학화한
솔루션을 확보하였습니다.

젖은 시멘트와 거친 아이들
아이들이 젖은 시멘트 바닥 위에서

도포하면 특별한 요철 형태의

NASA의 Vehicle Assembly 빌딩은 우주
왕복선이 건조되는 엄청난 크기의 “클린 룸”

프로필을 갖도록 공학적으로

입니다. 당연히, 샌드인 페인트는 NASA의

으로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

설계되었습니다. 오목한 부위

최첨단 기술에 요구되는 기준에 맞지 않을

기 때문에 아이들만큼 변호사들도 쾌

로 액체 및 오염물질이 유입

것입니다. Vehicle Assembly 빌딩의 아연

재를 부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워터

되면 높은 정지 마찰력을 갖

공학적 솔루션
AST Anti-Slip의 미끄럼 방지
코팅은 특수 페놀 코어 롤러로

도금 바닥과 통로에 도포하는 미끄럼 방지 코팅

파크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구역 주변

에 대해 NASA는 매우 엄격하면서 최신 기술을

에 미끄럼 방지 코팅을 사용합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더 낫기

부위가 마모되기 시작하면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뛰어난 미끄럼 방지 기능을

요구하므로 AST에서 코팅을 생산하기 전까

때문입니다.

지는 적합한 코팅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AST Anti-Slip 코팅…
특별한 요철 형태의 단면을 갖도록
공학적으로 설계

AST Anti-Slip 코팅이 제트 전투기가 왕래하면서 심하게 쿵쾅
거렸음에도 견딜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지게차, 철제차륜식 차량,

OSHA, USDA, ADA 기준을 상회
AST Anti-Slip 코팅은 가장 엄격한 USDA, OSHA 및 ADA 사양 기준을

AST Anti-Slip 코팅은 미국 항공모함 갑판에서 쓰일 목적으로 군사용으로

충분히 상회합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한 ASTM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코팅은 50년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

내구성 확인을 위해 Frick-Taber 장시간 마모 시험

●

낙하하는 물체로부터의 내충격성

시험한 결과, 170 mph(약 273km/h) 이상에서 갑판에서 Steel Tailhook를

●

습하고 건조한 환경에서의 마찰 계수

끌고 가는 60,000 파운드(약 27.2톤)의 제트 전투기가 착륙하면서 일으

●

세척성과 손쉬운 세척

조건에서 미 해군 요원 및 장비가 미끄러짐 또는 낙하 방지 기능을 갖는 것
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군사용어로 “Controlled Crash(통제된 충돌)”에 대해

키는 15,000 이상의 높은 충격을 견디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이외에도 AST Anti-Slip 코팅은 제트 연료, Skydrol 유압유, 그리스,
오일 및 염분을 포함하여 부식성이 가장 높은 일부 물질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ST Anti-Slip 코팅이 심한 충격에 견딜 수 있다면 가장

비명을 지르고 뛰어다닙니다. 잠재적

는 볼록한 부위가 노출되면서 수막현상(Hydroplaning)이 없어집니다. 볼록한
보여주는 새로운 그리트가 노출됩니다.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구역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유명한 워터파크에서 수천 명의

현재 모든 사람들이 자사의 제품을 매우 훌륭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편 서비스에 AST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층 건물에서 넘어지면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Grumman Allied가 미국 우편 서비스에게

석유 시추 플랫폼에서 발을 헛디디면
10층에서 바다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플랫폼에서 작업
하는 대가로 특별 위험수당을 받는 것
입니다. 염분, 오일, 윤활제로 분무되지
않았더라도 젖은 금속 Gang-Planks(건널
판자)와 사다리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AST가 생산하는 미끄럼 방지 코팅
으로 도포하면 모든 면에서 훨씬 안전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의 해양 석유 굴착장치를 보유한 업체들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수명이 오래가는 거의 100,000대의 차량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차량의 내구성에 맞는, 트럭의 화물칸에 도포
할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한, 신속한 차량 제조 공정 중에 빠르고 쉽게 도
포할 수 있는 코팅을 필요로 했지만 이에 맞
는 완벽한 코팅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나게 강력한 미끄럼 방지
코팅이 도포된 해군 항공모함에 F-14 Tomcat을 충돌하는 시험을 시행한
Grumman은 필요로 하는 미끄럼 방지 코팅을 AST가 발명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고 AST는 이를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AST 제품이 사용된
신형 우편 트럭을 보게 될 것입니다.

AST 제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AST Anti-Slip 코팅은 선적하기 전에 전부 군대에서 인증한 자사 공장에서

지구 상에서 가장 미끄러운 장소

시험을 거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 제어를 보장합니다.

생선 가공 처리 공장만큼 세상에서 가장 미끄
러운 장소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작업자

무거운 지게차, 철제차륜식 차량,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구역에도 쉽게 적용

특정 문제에 전문화된 솔루션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업체로서 AST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올라오는 끈적끈적한 생선과 내장을 손질하는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최대 충격을 견디고 내화학성을 갖도록 공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생선 내장이 펼쳐진

중요한 사실은 AST Anti-Slip 코팅 기술이 미 해군에서 개발되고 시험

학화한 Heavy-duty, KevlarTM-계열, 2액형(Two-Component), Zero-

곳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작업하는데 주

을 거친 후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미끄러짐과 낙하에 대비

VOC 제품에서부터 보행자가 왕래하는 구역에서 캔에서 꺼내 바로 사용하기

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수산업

해 군사의 비밀 병기를 채택하여 오래된 일반 샌드인 페인트(Sand-In-

쉬운 1액형(Single-Component) 제품에 이르는 매우 전문화된 제품들이

계에서 AST Anti-Slip 코팅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냄새에 대해서

Paint) 보다 5회 적게 도포하면서 5배 더 나은 미끄럼 및 낙하 방지 효과를

있습니다. AST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이상, 여러

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직원들이 생선들이 나뒹구는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

볼 수 있습니다.

분께 적합한 제품 선택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들은 가슴부터 가리는 작업복을 입고 허리까지

해군은 “Controlled
Crash(통제된 충돌)”로 명
명하였습니다.
항공모함 표면에 F-14 Tomcat을 충돌
시키는 시험은 비행갑판에 도포된 코팅
에 대한 시험으로서 일명 “통제된 충
돌”로 일컬어집니다. 30톤 이상 나가
는 전투기들을 170 mph(약 273km/h)
에서 항공모함 표면에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사출기 이륙(Catapult Takeoff)
을 하는 동안 After-burner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화씨 1800도(982’C)에
이릅니다. 제트 연료, Skydrol 유압유, 그리스, 오일, 염분 등의 가장 부식
성이 높은 물질이 이 갑판에 분무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외선, 거친 폭풍,
찌는듯한 더위와 매서운 추위, Tailhook Landing 시 충돌하는 제트기로부터
받는 충격과 마모를 견뎌야 합니다. 해군은 차선책으로 더 이상 최상의 코팅
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ST Anti-Slip 코팅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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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 AMERICAN SAFETY TECHNOLOGIES
Anti-Slip Coatings

어느 곳이든 강력한

AST Anti-Slip
Coatings

예상 도포면적
(m2 / Gallon)
흙손

스프레이

Lbs. /
Gallon

Grams / % Solids
Liter

11.6

.34

42

68

5.5

.82

98

11

.5

예상 경화시간
(21˚C 기준)

예상 가사시간
(21˚C 기준)

경량
이동로

중형
이동로

YES

3-4

24

61

YES

12

60

63

YES

마찰 계수
(ADA min. = .6)
건조

습기

없음

1.3

.9

48

없음

1.17

1.0

24

48

1

.78

.86

1액형, 낮은 VOC, 탄성 아크릴 폴리머는 보행자가 왕래하는 구역에 특정하게 제조되고 유일하게 아스팔트에 사용 가능
합니다. 밀폐되고 내후성의 미끄럼 방지 표면을 생성하므로 습한 구역에 도포가 가능합니다. 수성 제제이므로 세척이
빠르고 용이합니다. 아스팔트, 초벌칠이 된 강철, 콘크리트 또는 목재-통로, 경사로, 플랫폼 등 보행하는데 지속적이고

6.5

미끄럼 방지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사용합니다. 색상은 회색, 검정, 타일 레드, 노란색, Tint Base가 있습니다.
1액형 제제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캔에서 바로 AS-150을 사용한 후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 다시 밀봉합니다. 보행자
들과 경량의 차량들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과, 화재, 가솔린, 오일, 염수, 산, 알칼리 및 지방족 용매가 사용된 부분에
적합하고 바닥, 경사로, 갑판, 입구, 스텝 범퍼, 철제 계단, 기계 공장, 제조 시설에 매우 적합합니다. 색상은 회색, 검정,

4.6

3.7

타일 레드, 노란색, Tint Base가 있습니다.
2액형(Two-Component), 낮은 VOC, 중간 정도의 그리트가 포함된 AS-175는 자기 밀폐성으로서 습한 구역에 특정
하게 조제되었습니다. 세척이 용이하고, 수영장, 락커룸, 샤워실, 유람선, 세탁소, 통로 및 갑판 등의 휴양지에서 발을
보호하는데 완벽한 내화학성을 갖습니다. 높은 도포 면적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 베이지, 타일 레드,

8.3

AS-250

2액형(Two-Component)이며 AS-250는 중형 차량이 왕래하는 구역에서 최대 내구성을 갖도록 제조되었습니다.

AS-550

노란색, Tint Base가 있습니다.

높은 내식성, 내화학성, 2액형, 하이 솔리드, 낮은 VOC, AS-550는 극심한 마모에 대비해 제조되었습니다. 가장 강력

AS-2500

AS-175

AS-150HF

AS-75

롤러

OSHA, ADA,
USDA 기준

VOC함량

높은 내식성, 내화학성, 2액형, 100% 솔리드, Zero-VOC, 저 취성 에폭시는 AS-550과 동일하게 놀라운 강도를

화재, 산, 알칼리, 용매, 그리스, 오일, 염수, 세제, 알코올, 가솔린, 유압유,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끄럼 방지 표면이 필요한 경사로, 통로, 지게차 이동로, 적하장, 배, 스타디움, 차고 등에

3.7

4.6

5.5

2.0

250

71

YES

12

48

4

1.05

1.05

2.7

4.1

5.5

.75

90

89

YES

12

24

1

.88

.93

2.3-3.2

3.7

5.5

0

0

100

YES

24

48

1

1.1

1.0

이상적입니다. 색상은 회색, 검정, 타일 레드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밀폐되는 비다공성 표면으로 인해 세척이 매우 용이합니다. 연료 처리 저장고, 수송 시스템, 유지 보수
플랜트, 공장, 조업, 화학 및 인쇄 공장 등 심한 마모를 일으키는 장소에 매우 적합합니다. 색상은 회색, 검정, 타일
레드, 노란색이 있습니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Zero-VOC 특성 때문에 식품가공 처리 및 조제 구역, 정육 및 가금업, 양조장, 와이너리,
베이커리, 음료 제조 공장, 병원 또는 사방이 막히고 통풍이 잘 안되거나 점화가 일어나기 쉬운 구역 내에서 사용
하기에 완벽합니다. 색상은 회색, 검정, 타일 레드, 노란색이 있습니다. 또한, 빨리 건조되는 속건성도 있습니다.

Tint Base는 AS-75, AS-150, AS-175가 있습니다.
*

베이지*

6

회색

타일 레드

검정

노란색

AS-175만 적용되는 색상

회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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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신제품
AS-2500과 AS-150 HF

용도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제품의 선택은?
AS-75, 150, 175와 AS-250, 550, 2500

VOC 제품과 와인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향상된 신제품 AS-2500
Napa Valley의 유명한 와인은 온도 제어가 되는 저장고
내에 커다란 목재 캐스크(Cask) 내에서 숙성됩니다.
캐스크 건조와 균열을 막고, 와인의 증발과 너무 빠른
숙성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와이너리(Wineries)의 지게차가 캐스크를
운송하는 동안 축축한 바닥에서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유독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이동하는 중형 지게차를
떠받치는 매우 강력한 미끄럼 방지를 하는 코팅을 요청

캐스크는 통기성이 있는 까닭에, 실내
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와인의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AST의 Anti-Slip 코팅은
Zero-VOC 제품이더라도 가장 험한
처리 조건에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Napa Valley는 저장고가 아니라
포도밭에 발생하는 습기를 해결하는데

1액형
낮은 VOC
보행자용

1액형
보행자 구간
경차량 이동구간

2액형
낮은 VOC
발에 안전한 휴양지용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2액형
빈번한 차량 구간,
환경 저항성

2액형
High-Solids
우수한 마모 저항성
세척 용이

2액형
100% Solids, 무취
높은 내화학성
우수한 내식성

Anti-Slip Coatings :

Heavy-Duty Anti-Slip Coatings :

보행자, 경량 차량이 왕래하는 구역 및 휴양지,

차량이나 보행자가 왕래가 빈번한 구역 용의 최대

수영장용 미끄럼 방지 코팅

내화학성을 갖는 미끄럼 방지 코팅

* 새롭게 향상된 AS-2500 Anti-Slip 제품
- 2액형, 100% Solids, Zero VOC, 높은 내화학성과 우수한 내식성
* 마모율이 높고 차량 왕래가 잦은 구역에 매우 적합 : 적하장, 헬리콥터 이착륙장, 경사로, 주차장, 세차장 등
* 적용 시장 : 펄프 및 종이 제조 시설, 수 처리 시설, 주차장, 차고, 놀이공원, 공항, 식음료 가공 처리 시설, 병원, 화학시설 등

코팅에 적합한 Primer 선택
코팅에 적합한 Primer는 AST Anti-Slip 제품군들에 대하여, 다양한 코팅을 보완해주도록 제조되어 특정한 도포 효과를 높여줍니다.

비상계단에 뛰어난 미끄럼 방지 코팅 AS-150 HF
AS-150 HF

AS-150 HF는 30% 이상의 놀라운

(유해성의 대기오염물질 없음)

지속성과 재생 가능한 원료로 배합

PS-1000WB Primer/Sealer

IMPAX 3300 LV-N Primer

되며, 환경친화적이면서 우수한 내구

특히, 콘크리트, 목재 및 타일 등의 다공성 바닥

투명한 High-Solids형, 후막 형(High Build), 낮은 점성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팅의 접착력을 높이도록 제조되었습니다.

프라이머. 속 경화성, 저취성, VOC에 적합한 특성으로

업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는 미끄러
짐과 낙하사고입니다. 이는 사고자를 장애나 사망에 이

다공성 모재에 코팅시 발생하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American Safety
Technologies의 Anti-Slip 코팅은 이런 사고에 대해
매우 유용합니다. 도포 작업이 빠르고 편리하면서 기존에
처리한 제품보다 5배까지 더 오래 지속되어 미끄러짐
및 낙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AS-150 HF 제품(유해성의 공기오염물질 없음)
- 1액형, 보행자와 경차량 이동구간용,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요구하는 낮은 VOC에 부합(0.82 lbs/gal-98 gms/ltr)

AP-100 Acryllic Primer

MS-7CZ Metal Primer

AS-75 미끄럼 방지 바닥 코팅과 함께 그리고 다공성

2액형(Two-Part) 에폭시-폴리아미드 프라이머는 금속

표면, 목재 또는 콘크리트에 도포 시, 투명한 1액형,

위에 AST 미끄럼 방지 코팅을 도포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Zero-VOC, 수성의 아크릴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최대의 접착력과 내식성이 있고 염분과 화학물질에도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 보행자와 경량의 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에 매우 적합 : 다양한 OEM 산업에 적용, 통로, 경사로, 계단 등
* 적용 시장 : 스타디움, 대강당, 주차장, 차고, 놀이공원, 공항, 호텔 등 숙박시설, 병원, 수송 수단 등
풍력산업 - 나셀(Nacelle) Roofs 및 기계 구역, 사다리 및 계단, 착륙 플랫폼(Landing Platfor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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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Anti-Slip Coatings의

AST Anti-Slip Coatings의

특별한 표면 질감을 얻는 방법

적용 가능한 산업과 용도, 사례

페인트칠 또는 기존의 익숙한 다른 코팅의 방식으로 도포
하지 마십시오…

적용 가능한 산업:

일반 용도:

식품 가공, 제지 공장, 중공업, 탄산음료 제조업, 통조림 제조업, 정육업,

적하장, 플랫폼, 지게차 이동로, 경사로, 습한 구역, 계단, 복도, 보도,

양계업, 해운 물류업, 공공시설, 병원과 양로원, 철도와 지하철,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주변, 출구/입구, 물이 닿거나 유출되는 구역, 운송 수단의

양조장, 테마파크, 화학 공장, 학교 및 공공기관, 방직공장, 정유 공장 등

Step Bumbers, 화학약품 수송 구역, 세차 구역, 차고, 주차장,

올바르지 않은 도포 방법을 사용하면 코팅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손실
됩니다. AST Anti-Slip 코팅을 올바르게 도포하면 공학적인 정지 마찰

장애인 구역, 날씨에 노출되는 구역, 오염물질이 닿는 모든 구역

력이 생기고 미끄러짐 및 낙하 사고를 최소화하는 요철 형태의 표면
질감이 생깁니다. 표면 질감 또는 단면은 코팅의 미끄럼 방지 특성에
매우 중요하고 AST Anti-Slip 제품 라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음 단계는 미끄럼 방지 단면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AST Anti-Slip 코팅으로 미끄러짐과 낙하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AST Anti-Slip 코팅은 자사의 특수 페놀 코어 롤러로 도포하면 특별한 요철 형태의 단면을 갖도록 공학적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오목한 부위로 액체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높은 정지 마찰력을 갖는 볼록한 부위가 노출되면서 수막
현상(Hydroplaning)이 없어집니다. 볼록한 부위가 마모되기 시작하면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뛰어난 미끄럼 방지
기능을 보여주는 새로운 그리트가 노출됩니다.
도포 설명 사항은 해당 제품의 기술 데이터 시트(T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ix product
thoroughly.

1) 캔 측면에 있는 설명에 따라
제품을 완전히 혼합하십시오.

Pour ribbon
18” to 24” wide

2) 폭이 대략 18” – 24”(46 cm – 61
cm)로 도포되는 표면에 제품을
띠 형태로 부으십시오.

Straight strokes and
firm downward
pressure.

3) 코팅을 평평하게 하려면 페놀
수지를 입힌 코어 롤러*와

Pull coating
toward you.

4) 한쪽 방향으로 자신 쪽을 향하여
코팅을 롤러로 펴십시오. 앞뒤로

섬유유리 또는 스틸 롤러

굴리거나 도포한 코팅에 지나치게

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번 롤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페놀 코어 롤러

주의: 도포하는 동안 똑바로 아래 방향으로 단단히 눌러 사용하면 미끄럼 방지 특성에 필수적인 요철 형태의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누르는 힘이 너무 약하면 매끄럽고 반들반들한 표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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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로

플랫폼

Beds & Step 범퍼

공공 시설

기계장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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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Anti-Slip Coatings
일반 용도:

일반 산업:

적하장

식품 가공

플랫폼

제지 공장

지게차 이동로

중공업

경사로

탄산음료 제조업

습한 구역

통조림 제조업

계단

정육업

복도

양계업

보도

해운물류업

기계장치 주변

공공시설

출구/입구

병원과 양로원

물이 닿거나 유출되는 구역

철도와 지하철

운송 수단의 Step 범퍼

하수처리장

화학 약품 수송 구역

양조장

세차 구역

테마파크

차고

정유 공장

장애인 구역

화학 공장

날씨에 노출되는 구역

학교 및 공공 기관

오염물질이 닿는 구역

방직 공장

Polymers Asia
ITW PP & F 코리아 (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1-13 팍스타워 B동 13층

T 02-2088-3560
F 02-513-3567
E info@itwppfkorea.com
www.itwppfkorea.com
대리점 정보

보다 상세한 정보는 지역 대리점 및 ITW PP & F 코리아(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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