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용도
    전원주택, 목조주택, 빌딩 및 다세대 주택의 외벽 및 특화부위등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합판, CRC판 등   

건축물의 내/외부 벽체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1544-5357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TEL : 031)499-0394 FAX : 031)499-0399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8 TEL : 02)765-3641 FAX : 02)765-0447

www.samhwa.com

인천영업소

TEL : 032)424-7515~7  FAX : 032)424-7518

원주영업소

TEL : 033)766-7735~6   FAX : 033)766-7739 

부산영업소 

TEL : 051)583-7001,2,4 FAX : 051)583-7005

창원영업소

TEL : 055)231-4934 FAX : 055)231-4935

기술영업팀

TEL : 02)323-3641 FAX : 02)323-3676

서울영업소

TEL : 02)323-3641  FAX : 02)745-2445

북서울영업소

TEL : 031)853-7201~3   FAX : 031)853-7204

대구영업소 

TEL : 053)358-4580~2  FAX : 053)358-4583

광주영업소

TEL : 063)246-7408~9 FAX : 063)246-7407

산업용팀

TEL : 031)499-2435 FAX : 031)497-1555

건축용팀 

TEL : 02)323-3831 FAX : 02)745-2446 

수원영업소 

TEL : 031)251-8474~6  FAX : 031)251-8478 

대전영업소 

TEL : 042)626-1101~2  FAX : 042)626-1103

광주영업소

TEL : 062)529-8876~7 FAX : 062)526-5779

플랜트팀

TEL : 02)2047-3840 FAX : 033)745-2446

1. 표면처리

 피도면에서는 먼지, 레이턴스 및 유분 등의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하고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2. 작업기상조건

 

3. 도장기구

 흙손, 몰탈 스프레이 건, 스테인레스 흙손

4. 시공시 주의사항

대기온도 상대습도 표면온도

5 ~ 30℃ 85% 이하 이슬점온도보다 3℃ 이상

고탄성 아크릴 수지와 라임스톤(석회암)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내외부 마감재로 건축물의 

수축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크랙방지, 방수성, 내오염성이 뛰어난 고탄성 마감재입니다.

아이생각 플렉스텍스란?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사용방법

※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세요!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물성자료

이론소요량
화인 : 1.5 - 2.2kg(스프레이)

그래뉼 : 3 - 3.5kg (흙손미장)

건조시간(25℃) 8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고 형 분 82 ± 1

비     중 1.65 ± 0.05

세 척 제 물(청수)

저장기간 12개월(5 ~ 35℃ 실내보관 시)

포장단위 25 kg

제품의 종류 화인 그래뉼

외     관 고운마감재 거친마감재

마감상태 무광

색     상 24색상 및 주문생산

피 도 면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CRC판 석고판, 

합판, 스틸면 외단열공법면 등

조     성 1액형

추천건조도막두께 1.2mm ~ 2mm이내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Sample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VS 타사 수입 제품 비교

타사수입제품탄성력이 강한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VS

플렉스텍스

크랙방지, 방수성, 내오염성이 뛰어난 

고탄성 마감재!

1)  시공면이 신축 콘크리트나 몰탈면일 경우 시공면의 

양생 상태(ph7~9)를 확인한 후에 시공하며, 하도작업 

(프라이머)을 해야 합니다. 프라이머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이색 현상 및 백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시공면의 먼지, 기름때, 녹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히 

제거해야 합니다. 

3)  돌출 부위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평활도를 유지 

하고, 못 등 녹물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5mm이상 

시공면으로부터 제거하십시오.

4)  제품이 필요없는 부위는 마스킹 테이프, 비닐 등을 이용 

하여 보호합니다.

5)  작은 틈새와 파인 부분은 V 자로 잘러 메꿔주시고, 큰  

틈새일 경우 크랙 정도에 적합한 제품으로 메꿈 작업을  

하십시오. 단, 수용성 제품이어야 합니다.

6)  시공 전에는 내용물을 잘 저어 주고, 용기 입구의 굳은 

이물질 덩어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  물은 섞이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넣어야 할 경우 

10% 이내(종이컵 1잔)의 물을 충분히 섞은 후 사용 

하십시오(과도한 희석은 제품의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추천 사용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모든 시공은 2mm 이내로 작업해야 하며, 특히 로울러 

스터코 시는 표면이 너무 건조되지 않는 시점에서 작업  

하십시오.

9)  추천되는 시공 작업 두께보다 얇거나 두꺼울 경우 은폐력 

저하나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작업 

시에는 시공면과 기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제품을 고른 두께로 뿌려주십시오.  

도막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육안상의 이색 현상이나 

표면의 상이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  시공된 면은 완전 건조가 이루어질 때까지(맑은 날씨 

에도 24시간 건조) 외부 충격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야 합니다.

11)  비오는 날 혹은 습도가 85% 이상 되는 습한 날 또는  

외기 온도 35℃ 이상 5℃ 이하에서는 제품의 물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해야 합니다.

12)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 및 악천후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곳에 적재장소를 설치하고 5℃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13)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14) 도료가 눈, 피부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5) 도장 작업 완료 후, 노출된 피부는 깨끗히 씻으십시오.
화인 그래뉼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특징

유연성 및 신축성
(Flexibility & Elongation) 

다양한 색상 및 패턴
(Variety of Colors & Pattern) 

단열성 및 통기성 

(Insutalion & Air Permeabity) 

시공성 
(Construct Ability) 

난연 테스트
(Flame Retardance Test) 

내구성 및 오염방지
(Durability) 

60x50mm 60x50mm

플렉스텍스



플렉스텍스

크랙방지, 방수성, 내오염성이 뛰어난 고탄성 마감재!

FT01_Cream 크림 FT07_Slate 슬레이트 FT13_Moka 모카 FT19_Snow 스노우

FT03_Cheeze 치즈 FT09_Mud 머드 FT15_Sand 샌드 FT21_Mustard 머스타드

FT05_Cereal 씨리얼 FT11_Gray 그레이 FT17_Peach 피치 FT23_Brick 브릭

FT02_Ivory 아이보리 FT08_Charcoal 차콜 FT14_Smoky 스모키 FT20_Corn 콘

FT04_Wood 우드 FT10_Dove 도브 FT16_Hezelnut 헤이즐넛 FT22_Olive 올리브

FT06_Camel 카멜 FT12_Concrete 콘크리트 FT18_Peanut 피넛 FT24_Copper Blue 쿠퍼블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