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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

다공성 바닥재 및 타일 등의
보호를 위한 실러

용도

주의사항

케라실은 실내의 세라믹 타일과 다공성의 바닥재, 천연석과 벽돌
사이의 조인트를 얼룩, 백화, 먼지 그리고 수분 등으로 부터 보호
하거나, 시설물 유지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Cotto toscano 또는 일반적인 몰탈을 시공한 흡습성이 매우 높은
바닥면은 표면의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 바닥면이 완전히 건조
될 때 까지 케라실 시공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라이 스크리드에 시멘트 접착제
를 시공한 바닥면은, 대기 시간이 현저히 짧아집니다.

●

케라실은 제품의 잉여 색깔 얼룩이나 조각등을 방지 하기 위해
얇고 일정한 두께로 시공하셔야 하고, 밝은 색의 표면에 시공
시에는 특히 주의해서 도포합니다

●

적절하게 절연 처리되지 않은 바닥에는 절대 케라실을 사용
하지 않습니다

●

케라실은 가연성 물질이므로;
a)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b) 시공시 흡연을 금합니다
c) 잔여물은 반드시 배수구에 버립니다

시공사례
●

흡습성의 세라믹 타일 바닥 처리시(코도토스카노, 테라코타 등)

●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채우는 타일 시공시

●

혹은 일반 가구의 세라믹 타일 혹은 대리석 표면 처리시

●

실내 천연석 또는 벽돌 벽면 처리시

●

다공질 바닥재, 천연석, 인조석, 바닥 타일(paving tiles) 등 처리시

기술적 특성
케라실은 알리파틱 솔벤트계의 특수 우레탄 폴리머 제품으로
다공질 바닥재, 세라믹 타일, 자연석, 벽돌, 렌더, 바닥 타일 표
면 등에 적용합니다.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시공층의 두께,
실내 온도 및 상대 습도, 그리고 하지면의 흡습성에 따라 상이
합니다.
●

얼룩, 오염물질, 습기와 먼지로 부터 보호하고, 유지 및 관리를
쉽게합니다

●

표면이나 조인트 부위의 백화 형성 방지

●

재료의 색을 밝게 하고, 약간의 표면 광택 코팅 효과를 냄

시공방법
하지처리
표면은 반드시 먼지, 광택제, 왁스,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깨끗히
제거해야 하며, 완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시멘트, 백화 그
리고 그라우팅 후 잔여물들은 Keranet(관련된 제품 자료를 참고
하세요)으로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주의깊은 하지정리는 언제나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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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기본값)

제품 구분

Treating cotto toscano
before grouting 그라우팅
전, Cotto toscano 처리

성상:

매우 얇은 액상

색상:

투명, 옅은 담황색

분말비중 (kg/㎤):

0.83

고형분 함유량 (%):

16

브룩필드 점도(mPa·s):

5

보관:

뜯지 않은 원래 포장 상태로 24개월

EC 99/45에 따른 위험물 분류:

환경에 유해 물질, 인화성. 포장재와 안전 정보 자료에 표기된
"사용전 준비 및 시공에 대한 안전 지침" 을 확인하십시오

세관 등급

3208 10 90

사용 데이터 ( A+B, +23℃, 상대 습도 -50%) )

Spreading with a cloth
천으로 도포

시공 권장 온도:

+5℃ ~ +30℃

경보행 가능:

12시간 후

사용 가능 :

3일 후

최종 성능

An example of a floor
in terracotta tiles
and porcelain inlays
treated with Keraseal
Mozzata(Como) Italy
케라실로 처리된 테라코타
타일과 포슬린 타일 바닥면
시공사례 Mozzata(Como)
Italy

습기 저항성 :

우수

노화 에 대한 저항성:

우수

용제 및 기름에 대한 저항성:

보통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저항성:

보통

사용시 온도:

-30℃ ~ +80℃

시공

표준사용량

케라실은 반드시 깨끗한 천(부드럽고, 머리카락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은) 또는 소프트 브러쉬로 시공하셔
야 합니다. 0.1-0.2 kg/m²가 사용되며, 표준 사용
량은 표면 공극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라실의 표준 사용량은 0.1 to 0.2 kg/㎡로 표면
의 공극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추가 코팅시 필요한 사용량은 0.1 kg/㎡ 입니다.

시공방법은 반드시 일정해야 하고, 제품의 뭉침 등
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 케라실을 직접 표면에 붓지
않습니다. 수 분간 케라실이 표면에 침투할 수 있게
한 후, 천으로 잉여물을 제거합니다. 고흡습성 물질
(cotto toscano, terra cotta, etc.)에 시공시에는 보
다 나은 결과를 위해 적어도 한번 이상 도포하실 것
을 권장합니다.

10kg 스틸캔
1kg 스틸캔 18개 셋트

약간의 흡습성 타일 위(gres, single fired, klinker)에
시공할 경우, 케라실은 반드시 부드러운 천으로 시
공하셔야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시공시 고무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표면의 상태에 따라 필요 할 때 언제든 케라실 도포
를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케라실 시공 후 적어도 12시간 후 바닥면의 경보행
이 가능합니다. 벽면에 대한 시공 절차도 위와 동일
합니다.
중요. 케라실은 비휘발성이지만 인화성 용제를 포함
한 제품 이므로 반드시 통풍이 잘되고 불꽃이나 열기
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다른 케라실 시공 방법은 시멘트계 접착제 또는 그
라우팅 전 cotto toscano나 높은 다공성의 타일 전
처리 입니다. 이것은 마감되 바닥면의 청소를 더 쉽
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테라코타 타일을 몰탈과 시공할 경우,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케라실 사용을 권장하
지 않습니다.

세척
도구, 손과 천 등은 테레빈유 또는 페인트 용제등으
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포장

중요. - ADR/RID 승인 포장재

보관
원래 포장상태로 24개월 보관

전처리 및 시공에 관한 안전 지침
케라실은 인화성 물질입니다. 열기나 불꽃 등에 노
출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수중 생태에 유해합니다. 제품을 보호 장
비 없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제품을 자
연환경에 폐기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전문가용 제품

경고
본 제품의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기술적 세부 사항
및 권고 사항은 당사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도
출된 최선의 정보입니다. 위의 모든 정보는 어떤 경
우에도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장기간의
실제 시공 작업을 통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누구나 제품이 예
상 용도에 적합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본 제품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결과
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단독으로 책임집니다.

제품에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요청시
제공해 드리며 www.mapei.co.kr
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및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무단 복제
혹은 컨텐츠 사용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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