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MU320-NSP
부착방지 효과

낙서방지 효과

내오염성 효과

간편한 시공

중소기업성능인증 및 KC인증 w w w . s s p o l . c o m 

 불법광고물부착방지페인트

실리우레탄
S F M U - 3 2 0 N S P

BEFORE AFTER



더 빠른! 기존 도장시스템 대비 60% 공사기간 단축

더 경제적인!! 기존 도장시스템 대비 30% 비용절감 

더 뛰어난!!! 기존 도장시스템 대비 도장품질 및 내구성 2배 이상 우수

불법광고물 민원때문에

아직도 고민이십니까?

실리우레탄(SFMU-320NSP)

1    보수도장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기능성페인트

•도장 전 바탕처리의 어려움 극복

•들뜬 구도막과 군집형태 녹만 제거하는 간편한 바탕처리

•�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FRP, 콘크리트 등 모든 소재에 적용가능!

•�기존 도장 시스템 대비 도장품질 및 내구성 2배이상 우수

2    방청ㆍ부착방지 기능 및 내오염 기능을 한가지 페인트로 해결

•별도의 하도ㆍ중도 없이 상도 한가지로 마감! 

•시공편의성으로 획기적인 공사기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3    민원방지에 최적화된 페인트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기존페인트보다 50%이상 절감!

•빠른경화속도로 보행자의 불편함 최소화!

최소한의 
바탕처리!

기  능 불법광고물부착방지, 오염방지, 부식방지

적용범위 가로등, 신호등, 지상기기, 콘크리트, 육교, 벽면 등

효  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페인트

I 제품 특장점

한번의 시공!

민원해결!



부착력 TEST

불법광고물부착방지용 기능성페인트 실리우레탄(SFMU-320NSP)

I  지상기기  
 부식방지용

I  지상기기  
 불법광고물방지

조합페인트 실리우레탄(SFMU-320NSP)

 

판정(등급) : 2B, 1B 판정(등급) : 5B, 4B

등  급 판정기준 내  용

5B 격자가 깨끗함

4B
격자면적의

5%이내 영향

3B
격자면적의 5~15% 영향

한격자라도 완전히  
박리되는 것이 없는 상태

2B
격자면적의

15~35% 영향

1B  
격자면적의

35~65% 영향

0B  
대부분 벗겨지거나 
떨어짐(65% 이상)



기존 시스템 및 
실리우레탄 시스템 비교

01 02

기존 상태 바탕처리

03 04

방청페인트 2회도장 조합페인트 2회도장

05 06

부착방지페인트 1회 도장완료

기존 조합페인트 시스템 실리우레탄 시스템

기존 상태

바탕처리

실리우레탄 1회

실리우레탄 2회 도장완료

01

02

03

04

기존시스템은 

민원발생 확률이 높고,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I  한국전력공사 I 
  •�재질 : 철재

����•�지상기기

시공전 시공후

01

시공사례 및 실적

I  한국전력공사 II 
 •�재질 : 철재

����•�지상기기 

시공전 시공후

02

I  도시공사 
 •�재질 : 스테인레스

����•�상하수도 외함 

시공전 시공후

03

I  시청 
 •�재질 : 철재

����•�가로등

시공전 시공후

04



구분 실리우레탄 기존방식

도장계

(붓, 롤러 도장)

도료 실리우레탄 SFMU320NSP
도장 
횟수

2회(100㎛)

하도 방청페인트

도장

횟수

1회(30~50㎛)

중도 조합페인트
1~2회 

(50~100㎛)

상도 투명페인트 1회(20~30㎛)

계 2회(100㎛) 계
3~4회

(100~180㎛)

공사기간

소요일 1일 소요일 4일 이상

도장

간격
★ 1회 도장 후 30분 이내 2회 도장으로 마감

재도장

기간

하도 최소 6시간 ~ 12시간

중도 최소 8시간 ~ 12시간

민원발생소지 •보행자의 불편함 최소화!
•경화속도가 느려 보행자 불편함 초래

•민원소지가 높음

실리우레탄  
도장시스템

STEP 1. 바탕처리

STEP 4. 도장완료

STEP 2. 1차 도장

STEP 3. 2차 도장



I 시험성적서

시험항목 시험내용 판정기준 실리우레탄 결과 시험방법

밀착성(1) 도막간 : 2㎜ cross-cut 1등급 이하 통과

한전표준규격 
(ES-9905-0015)

밀착성(2) 철판소지 : 2㎜ cross-cut 1등급 이하 통과

내습성 24hr 다습조건 폭로 외관 부품 현상 없을 것 이상 없음

내충격성 1/2인치, 300G, 20㎝ 높이에서 낙하 박리가 없을 것 이상 없음

촉진내후성(외관) 1200hr 외관 균열이 없을 것 이상 없음

촉진내후성(색차) 500hr, 외관(표면탈색정도) 색차(dE) 8이하 0.8

촉진내후성(밀착성) - 1등급 이하 통과

내염수성 5% 염수, 24hr 침지, 24hr 방치 외관 박리가 없을 것 이상 없음

내산성 10% 염산, 24hr 침지, 24hr 방치 외관 박리가 없을 것 이상 없음

내오염성(카본) - 색차(dE) 8이하 0.4

내오염성(흙탕물) - 색차(dE) 8이하 0.2

부착방지성능 - 0.05 N/㎝ 이하 0.02 N/㎝

내오염(HB연필) - 오염물질이 제거 될 것 이상 없음
SH공사 
건축공사전문시방서

(A14000) : 2013 
내오염(보드마카펜) 검정 오염물질이 제거 될 것 이상 없음

내오염(크레용) 빨강 오염물질이 제거 될 것 이상 없음

표면 고유저항 500v - 19 x 1016 KS C IEC 60093 : 2014 

내전압 AC 1 050V, 1min인가,  - 견딤 IEC 60068-1 

I  시험성적서 
 •�한국전력공사 페인트도장, 

불법광고물방지용  
시험성적서 보유! 
 
 



당사 삼성포리머(주)는 (주)씨캠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기능성페인트「실리우레탄 」제조ㆍ판매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Solution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산영업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 155번길 85  

Tel : 051) 973-3616  I  Fax : 051) 973-3618

본사•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5(성곡동)  

Tel : 031) 499-8011  I  Fax : 031) 499-8017

S A M S U N G  P O L Y M E R

최소한의  
바탕처리!

한번의 시공!  민원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