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제품은 석유 증류물을 일부의 원료로 쓰는 인화성을 가질 수 있는 액체 화학물질입니다. 절대 다른 물질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취급 시 뜨거운 표면, 열, 스파크, 화염 및 기타 점화원을 멀리하십시오. 아울러,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켜 졸음 또는 현기증 
유발 및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기 흡입을 통한 의도적인 오용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눈 접촉 : 즉시 많은 양의 신선한 물로 눈을 15분 이상 씻어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피부 접촉 : 비누와 물로 씻으세요. 
섭취 : 삼켰을 때 구토를 유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흡입 :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닿지 않고 직사광선이 없는 60ºF~90ºF(15ºC~32ºC)의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얼리면 안됩니다.

●    안전지침

●    응급처치

●    경고

주의사항

CONSTRUCTION & CARE MANUAL

glass



제품 및 도포 방법에 따라 150 ~300 sq. ft.(5~10sq.m) 이상의 실내 공간
-   직사광선이 없으며 내부 온도 대략 77°F (25°C)
-   통풍이 잘 되는 먼지가 없는 곳에서 필히 보호 장구(보안경, 보호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시공할 부분의 표면을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작업 환경에 따른 물의 온도준수)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위의 과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은 클레이 패드나 바를 사용하여 완전제거하고, Step1 재 시행 후 건조 합니다.

버블몬스터 ‘Quick Surfer’ 유분제거제와 마른 버핑 타월을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 얼룩, 먼지 등을 꼼꼼히 
제거해 주십시오. (타월이 너무 젖으면 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

표면에 열기가 없고 완전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코팅 용액이 담겨 있는 제품 병을 상하로 여러 차례 잘 흔들어 주십시오.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극세사 스웨이드를 어플리케이터에 잘 감싸주십시오. (그림첨부) 가급적 스웨이드는 제품에 포함
된 것을 사용해 주시고, 부득이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고품질의 극세사를 사용 바랍니다. 

●    작업 환경

●    도포전

시공

제품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엄격한 유통기한 준수를 바랍니다
- 밀봉된 초기 포장의 상태에서 2년
- 개봉 후 3개월

●    유통기한

<  구성 패키지  >



바른 용액을 5분 ~ 최대 10분 이내 보플이 일어나지 않는 마른 버핑 타월을 이용하여 용액을 완전
히 제거 합니다.

STEP.9

STEP.8

STEP.10

코팅 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경우 step9 전 힛건 혹은 드라이기 등으로 392°F (200°C) 정도의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코
팅 표면을 골고루 열처리 해줍니다.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생략 가능 합니다.

코팅된 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잔사(debris)를 확인 합니다. 잔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치에 물기를 꽉 짠 버핑 타월
로 부드럽게 닦아 제거해 줍니다.

5~10

분

마이크로파이버 스웨이드 어플리케이터에 코팅 용액을 두드리면서 충분히 적신 후 다음과 같이 잘 펴 바릅니다.

①  최대 24” x 24” (60cm x 60cm)면적으로
②  상하좌우 십자 모양이 교차하게 물방울이 맺히며 코팅 표면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고르게 펴 바릅니다.

STEP.7

●    도포

IR 램프 건조 시 10분, 자연 건조 시 77°F /25°C에서 1시간 (60°F /15°C에서 2시간) 동안 액체 성
분의 접촉이 없도록 하면서 경화시간을 가집니다.

STEP.11

1~2

시간

STEP.12 작업 완료 후 기포 자국이 확인 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Step7 ~ Step11 작업 공정을 통해 제거 가능 합니다.

버블몬스터는 공장 클리어코트에 새로운 보호막을 형성 하여 여러 오염 요소로부터 항상 새것 같이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팅의 효
과를 극대화하고 투자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코팅 후 관리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시공 후 관리



다음과 같은 주의를 요하는 오염 물질을 방치할 경우 코팅 지속력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세척을 하여 제거
해주시고, 세척 후 제거되지 않는 낙진이나 얼룩은 임의적으로 지우려 하지 말고, 반드시 시공 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주의 오염물질 : 철분, 석회물, 페인트날림, 타르,벌레사체, 동물 분비물,나무수액, 황사,산성비, 눈길의 용설제(염화칼슘), 해안가
의 바닷물(염분)등

-

●    코팅시공 후

●    예방법

●    세척 ( 세차 ) 시
자동 세차 또는 셀프 세차의 거친 비누와 솔은 미세 스크레치로 코팅층에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왁스 성분이 업는 중
성 세제를 사용한 손 세차를 권장 합니다.

-

- 바람이 강한 날이나, 뜨거운 태양아래에서의 세차는 얼룩, 마찰, 흠집 등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돗물, 지하수를 뿌린 채 방치하지 말아주시고, 흙이나 얼룩은 물로 먼저 씻어내시고 샴푸 세척 바랍니다.

- 연마제가 들어있는 세척 케미컬, 컴파운드 등의 사용은 피해주세요

기타 사용 중 궁금한 사항은 

www.bubblemonster.co.kr 에 문의 바랍니다.

경화 시간은 습도, 온도 등 환경조건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최종(전체) 경화까지는 1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때문에 시공 후 1일 동안은 물을 포함한 모든 액체(얼룩의 원인)성분의 접촉을 피해주
시고, 불가피하게 도포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 축축하고 부드러운 극세사 천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주세요.

-

자동차 전면 유리에 사용하는 경우 1일 동안 와이퍼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