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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매뉴얼
세라코트 H&E 시리즈



주의 사항

아래 주의사항은 세라코트 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입니다.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세라코트의 성능이 100% 구현되지 않습니다.

CERAKOTE.CO.KR

1. 시공할 제품은 반드시 아세톤에 담궈서 탈지해야합니다.
*플라스틱이나 크기가 큰 제품은 주방세제와 따듯한 물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2. 샌드 블라스터는 반드시 금강사 100방을 이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가스아웃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후 상온에서 식힌뒤 
세라코트를 도포합니다.

4. 세라코트 코팅제는 반드시 교반기를 이용하여 10~15분 정도
교반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전용 촉매제(경화제)가 아닌 다른 제품을 세라코트와 
섞으면 안됩니다.

5. 세라코트를 도포할 때에는 한 면적에 1~2번안에 도포를 완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적시듯이 뿌려주어야 합니다.

6. 세라코트는 도색이 아닌 제품의 보호를 위한 코팅입니다. 모든 
면적에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하는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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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AD
Cerakote® Ceramic Coatings are designed for professionals 

coating professionals with proper training and equipment. 
This training manual is intended to be used as a supplemen-

critical to follow all instructions in this manual. If for any rea-
son you are not willing to, or cannot follow the steps in this 
manual, do not attempt to coat any product using Cerakote®, 
or any other NIC produc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Thank You For Finishing Strong With Cerakote!

CERAKOTE
An NIC Industries Innovation

866-774-7628 | CERAK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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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NICTRAINING

반드시 읽어주세요

 세라코트 세라믹 코팅은 전문가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세라코트 공인 시공자
혹은  적절한  장비와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시공되어야  합니다.  
이 매뉴얼 안에 있는 지침을 지키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이유에서건 
본 매뉴얼에 있는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세라코트나 

그 어떤 NIC사의 제품을 시공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최고의 마감재 세라코트 입니다 !

세라코트 코리아

세라코트 대한민국 총판

02-507-0282 / CERAK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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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The Correct Series For Your Application

What Cerakote® Series is right for you?

Cerakote® H-Series
 Cerakote® H-Series is a line of 

ceramic-polymer hybrid coatings that is designed to provide unmatched per-
® H-Series coatings 

-

® H-Series is compatible with a wide variety of substrate 
materials, exhibiting excellent adhesion to metals, plastics, polymers, wood, 

Cerakote® H-Series coatings are a two-component, easy-to-apply, oven cure 

performance, these coatings have one of the lowest cost per square foot of any 
-

® H-Series 
coatings are available in over 100 colors, many with adjustable gloss levels to 

tools, eye wear, consumer electronics, wearables, industrial valves, sporting and 
athletic equipment, robotics, audio equipment, fresh and salt water applications 

Cerakote® H-300/H-301 Clear Coatings

NOTE:

CERAKOTE.CO.KR

당신에겐 어떤 세라코트가 가장 필요할까요 ?

세라코트 H - 시리즈 

  

H - 시리즈는 총기, 칼, 공구, 안경, 가전제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용 밸브, 
스포츠, 운동선수용 장비, 로봇 오디오 장비, 담수/염수에 노출되는 제품, 

그리고 거친환경에 노출되어 내구성이 필요한 모든 제품의 시공에 추천합니다. 

세계 최고의 박막 코팅제. 세라코트 H - 시리즈는 비교할수 없는 성능과 

매력적인 외관을 보여주는 세라믹-폴리머 하이브리드 코팅입니다. 

세라코트 H - 시리즈는 아주 뛰어난 내부식성, 경도, 접착력, 유연성, 

내충격성, 그리고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에도 업계를 

선두하는 이 퍼포먼스는 H시리즈를 넓은 분야에서 최고의 마감제로 

쓰일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유격이 적은 제품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세라코트 H - 시리즈는 아주 다양한 재질의 표면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금속, 플라스틱, 폴리머, 나무, 유리, 유리섬유, 그리고 카본섬유 합성물

등의 표면에서도 뛰어난 접착력을 보여줍니다.

세라코트 H시리즈는 2제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시공이 쉬운 오븐경화 

코팅제 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를 

통과 했으며  (*모든 H시리즈는 VOC 수치가 0 입니다 )  또한 타 경쟁사 

대비 표면적당 코팅비용이 가장 저렴하면서 업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제품의 SDS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해보세요. 세라코트 H - 시리즈는 

100가 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이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광도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H시리즈 자유로운 조색이 가능해 원하는 

색상을 직접 만들 수 도 있습니다. 

세라코트 H-300/H-301 클리어 코팅제는
별도의 시공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자동소총의 총열, 소음기 등 지속적으로 500℉(260℃)가 넘는 온도에 노출되는 제품
혹은 오븐에서 경화가 불가능한 제품을 코팅할 계획이라면,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고온/화기 코팅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www.Cerakot.co.kr)

적합한 세라코트 시리즈를 선택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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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The Correct Series For Your Application Selecting The Correct Series For Your Application

Cerakote® Elite Series

We’ve taken the industry leading performance of Cerakote H-Series to the next 
level and improved hardness, abrasion resistance and lubricity, all in a thinner 

-
nology that enables the incorporation of the highest performance engineered 

Cerakote Elite is available in six modern, earth-tone colors that can be mixed or 

CERAKOTE.CO.KR

세라코트 엘리트 시리즈

자부심을 가지고 세라코트 엘리트 시리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막 세라믹 코팅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라코트 엘리트 시리즈는 이미 시장을 선두 하고 있는 H - 시리즈의 성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얇은 피막을 유지하면서 강도, 내마모성, 표면의 부드러움

(낮은 마찰계수) 등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고 성능의 세라믹과 같이 반응하는

차세대 레진 기술을 통해 이런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라코트 엘리트 시리즈는 10가지 이상의 난색조(Earth tone)색상으로 

이루어저 있으며 조색, 패턴사용이 가능한 최고성능의 커스텀 마감재 입니다.

제품의 성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세라코트 

엘리트 테크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주세요

적합한 세라코트 시리즈를 선택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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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DISASSEMBLE

CERAKOTE.CO.KR

분해

시공할 제품을 완벽하게 분해하세요

시공할 제품을 전부 분해하세요, 만약 분해할줄 모르는 
제품이 있다면 분해/조립이 가능한 기술자에게 의뢰하세요

수령한 모든 부품의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각 부품의 재질을 메모해놓으세요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소재, 폴리머 등)

1 단계 :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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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 DEGREASE

Degrease
Soak each metal part for 20-30 minutes in a degreaser such as Brake-Kleen®, Simple 
Green®

Using a small degrease tank with a wire basket makes degreasing quick and easy

Tip:

polymer parts using a lint free towel and with a compatible degreaser, such as Wax & Grease 

Note:

PHASE 1: DISASSEMBLE

CERAKOTE.CO.KR

탈지 (유분제거)

금속 부품들을 각각 Brake-Kleen, Simple Green, 혹은 아세톤 같은 디그리싱 용액에 

담궈놓으세요,  뿌리거나 닦는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담궈서 탈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물망이 있는 작은 디그리스 탱크를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SE-272 디그리싱 탱크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나사나 핀 같은 부품들은 작은 바구니에 

따로 넣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탈지 후에는 자연 건조 시킵니다.

이 시점부터 제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품을 만질 때에는 파우터 프리 라텍스 장갑이나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세요

팁 :

*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나 폴리머 부품을 솔벤트 기반의 디그리서에 담구는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풀이 없는 극세사 타월을 이용하여 왁스&구리스 리무버등을 이용해서 표면을 닦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메모 :

* 당신에게 적합한 다른 디그리싱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라코트 코리아와 상의하여 각 시공특성에 맞는 적합한 

디그리싱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2 단계 : 탈지(유분제거)

6

CERAKOTE.CO.KR



CERAKOTE.COM CERAKOTE.COM

7

begin by plugging the bore at both the chamber and the muzzle end of the barrel prior 

TIPS:

DO NOT

DO NOT
DO NOT use sand or aluminum oxide that has been previously used to clean dirty, greasy or oily 

PHASE 3: SANDBLASTING

CERAKOTE.CO.KR

샌드 블라스팅

샌딩을 피하고 싶은 부분을 마스킹 하거나 플러그를 꽂는것으로 시작합니다.

총기를 예로 들면 약실이나 총열의 양쪽끝등은 샌딩을 하지 않습니다.

#100 방의 산화 알루미늄 혹은 금강사를 이용해서 80~100psi로 샌딩을 진행합니다.

금속이 아닌 나무, 유리섬유, 플라스틱이나 폴리머등은 30~40psi로 가볍게 샌딩합니다.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부품의 경우 30~40psi로 모든 표면을 균일하게 샌딩합니다.

팁 :

* 샌딩후에도 표면에서 광이난다면, 아직 충분히 샌딩이 되지 않은것 입니다

* 너무 거친 모래 혹은 알루미늄 산화물을 사용하게 되면 표면에 있는 미세한 틈들이 너무 깊어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mil의 피막으로 코팅이 되었을때 표면의 틈을 메꾸지 못하여 만족스러운 표면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 아노다이징된 부품들도 샌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노다이징 피막을 완전히 벗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노다이징된 

부품들은 칙칙하고 매트한 표면이 될정도로만 샌딩을 진행하면 됩니다.

충분히 샌딩이 완료된

알루미늄 표면

절대로 종류와 상관없이 유리비즈나 강철샷 등의 연마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둥근 연마재는 표면을 거칠게 만들지 않고

표면을 움푹 파이게 만들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적인 접착력을 위한 표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손으로 사포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상적인 접착력을 위한 표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더럽거나, 기름기 있는 부품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된적 있는 연마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3 단계 : 샌드 블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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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4: RACKING/MASKING

TIPS FOR RACKING SMALL PARTS:
A)
B)
C)

PHASE 3: SANDBLASTING

CERAKOTE.CO.KR

코팅을 진행할 때 스프레이 건으로 모든 면을 코팅 할 수 있게끔 제품을 걸거나 고정하세요

큰 부품을 걸때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금속 후크가 이상적입니다. 얇은 철사나 악어 클립은

나사나 핀같은 작은 부품을 고정하는데 적합합니다.

고정

주의 : 제품을 만질때에는 언제나 파우터 프리 라텍스 장갑 

혹은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세요

적절한 고정법 예시

적절하게 고정된

작은 부품들

적절하게 고정된 다양한 부품들

작은 부품을 고정하는 팁 :

A ) 구멍이 한개만 있는 부품은 와이어에 있는 고리로 고정하세요

B ) 나사 머리는 수평선 위로 향하게 고정하세요

C ) 가장 무거운 부품을 체인의 밑쪽에 고정하세요

4 단계 : 고정/마스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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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Out

See Oil?

indications that oil was brought to 
the surface of the part, re-clean the 
part by soaking it in the degrease 
tank and gassing out for an

until no oil residue is visible after gas 

re-blast to remove any residue from 

Once the part is oil free, move on to 

CAUTION

PHASE 5: GAS OUT

CERAKOTE.CO.KR

부품들을 고정한 뒤에, 300℉(150℃) 에서 1시간동안 금속을 가열합니다. 가스아웃은 남아있는 수분,

솔벤트 그리고 오일을 표면밖으로 나오게 해서 증발시키는 과정입니다.

가스아웃

플라스틱과 폴리머는 낮은온도에서 가스아웃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50~180℉

(65~82℃) 사이에서 1시간동안 가열합니다.

비 금속 제품의 내열온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가스아웃전 제조사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주 의

잔여 유분

잔여 유분

유분이 보이나요?

표면에 유분의 흔적이나 유분이 보인다면, 

디그리스 탱크에 담궈서 다시 세척한 후에 

30분 이상 가스아웃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반복합니다. 표면에 유분이 

완전히 제거되면 표면에 있는 유분제거를 

위해 다시 샌딩을 하고 가스아웃을 진행합니다

유분이 완벽하게 제거된 이후에 6단계를 진행합니다

가스 아웃 이후에 유뷴이 남아있는 부품의 예시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다시 세척후 가스아웃을 해야합니다

5 단계 : 가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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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6: COATING PREP

Coating Preparation
Begin by vigorously shaking the bottle by hand or with a paint shaker until the coating is completely 
mixed, 

mixed Cerakote is approximately 

into a glass graduated cylinder to determine Cerakote to catalyst ratio 

mesh strainer for all H-Series

IMPORTANT

Cerakote and
catalyst in plastic 
containers as this 
will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IPS:
Some H-Series 

coatings that have 
a higher metallic 
content, such as 
Gunmetal Grey, 
will strain slower 
through 100 mesh 

coating in spray 
gun is required if 
spray gun sits
any longer than

PHASE 5: GAS OUT

CERAKOTE.CO.KR

손이나 패인트 쉐이커를 이용해서 코팅제가 완전히 섞일때까지 힘차게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5~10분정도 더 흔들어줍니다. 쿼터나 갤런용기는 패인트 쉐이커 사용을 권장합니다.

촉매제(경화제)를 섞기 전에 세라코트 코팅제를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혼합이 완료된 

세라코트는 약 2시간 정도의 가사시간(사용가능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팅액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기 직전에 혼합합니다.

코팅 준비

중요

세라코트와 촉매제를

플라스틱 통에서

혼합하지 마십시오.

코팅제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양만큼의 세라코트 코팅제를 

유리 비커에 따릅니다.

2) 촉매제를 더합니다.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비율을 조정하여 원하는 마감을 선택합니다.

3) 깨끗한 파우더 프리 장갑을 늘려서 (A)

비커 위에 씌웁니다 (B)

비커를 단단히 밀봉하고 (C)

흔들어서 코팅제를 혼합합니다 (D)

4) 용기에 적혀있는 메쉬망을 이용해서

스프레이건에 코팅액을 

공급합니다.

팁:

*건메탈 그레이 같은

몇몇 색상은 금속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메쉬망을 통해 걸러지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건을 15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건 안에 있는 코팅액도

다시 혼합해야합니다.

6 단계 : 코팅 준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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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6: COATING PREP

Coating Preparation Continued
NOTE:

Semi Gloss

H-Series / Catalyst Ratio

36

Cerakote / Catalyst Ratio Usage Chart

Pistol

Cerakote Hardener

2

DO NOT exceed the recommended

ONLY

Elite Series / Catalyst Ratio

CERAKOTE.CO.KR

코팅 준비-2
메모 : 세라코트 촉매제의 양이 정확하지 않다면, 혹은 세라코트와 촉매제가 잘 섞이지 않았다면

보호성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권장 혼합 비율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세라코트와 촉매제를 플라스틱 용기에서 혼합하지 마세요

*색상에 따라 촉매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색상에 따라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메모 : 몇종류의 세라코트 코팅은 특정한 촉매제 비율이 필요합니다. 코팅 전에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TDS를 확인해보세요

참고 2 (E-시리즈)참고 1 (H-시리즈)참고 1 (H-시리즈)

참고 3 (18:1 비율)

H 시리즈/촉매제 비율

세라코트/촉매제 비율 예시

E 시리즈/촉매제 비율

모든 용기와 장비는 아세톤으로 세척하세요, 보틀 크리너나 보틀 브러쉬를 사용하면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무광 마감

반광 마감

유광 마감

무광 마감 24 : 1

12 : 1

18 : 1반광 마감

유광 마감

24 : 1

12 : 1

18 : 1

세라코트 촉매제

권총

소총

6 단계 : 코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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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7: SPRAYING

Spraying

CAUTION
Spray in a well-ventilated, well-lit spray booth, wear a respirator, protective gloves and safety 

PRACTICE

the application process

PHASE 6: COATING PREP

CERAKOTE.CO.KR

환기가 잘 되고 설비가 잘 갖춰진 스프레이 부스에서 시공하십시오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 장갑과 고글을 착용하세요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추가적인 안전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시공 직후 플래쉬 타임이나 경화를 할 수 없을때에는 시공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공후 일정 

시간 이내에 경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제품은 완성품의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시공

시공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코팅 하지 않을 부위는 마스킹 하거나 플러그를 꽂는다. 세라코트는 1/1000~5/10000 

인치로 아주 얇은 피막을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마스킹이 필요업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세라코트 코리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 시공중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제품은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 화기에 시공할때, 스프링, 시어, 공이, 노리쇠 탄피차개부, 가스링, 급탄부 등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시공중에, 코팅제는 꼭 잘 섞여있도록 합니다. 끈적한 제형의 코팅제는 자주 섞어줘야합니다.

연습

스프레이 패턴이나 스프레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종이를 사용해보세요, 

3~5인치 떨어진 상태에서 2~3인치 폭의 패턴이 나오게 연습하면 됩니다.

특히 좋은 연습방법은 짝이 맞는 볼트와 너트를 시공해 보는것 입니다.

시공이 끝난 볼트는 아무렇지 않게 조립이 가능해야합니다. 아니라면, 

너무 많이 뿌리고 있는중입니다.

7 단계 :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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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7: SPRAYING

Spraying

Blow off parts with dry compressed air to 
make sure there is no trapped media in 

CAUTION:

typically caused by spraying too far away from the part, too 
wide of a spray pattern, not enough material coming out of 

away than 3 to 5 inches away from the part, reduce your 
spray pattern to between 2 and 3 inches wide, check that 
your air pressure is no higher than 20 to 25 psi for H-Series 

 is recommended 

CERAKOTE.CO.KR

시공

막혀있는 구멍이나 공간이 없도록 제품 표면을 

압축공기로 청소해줍니다.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퀄리티를  낮추는 원인입니다. 

부품은 실온을 유지하세요

어려운 부분부터 시공을 시작해서 쉬운부분순으로

시공을 진행하세요. 과도포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H시리즈의 경우 20~25psi를 권장하고

E시리즈의 경우 25~30psi를 권장합니다.

주의 :
시공중 가장 흔한 실수는 드라이 스프레이 입니다. 드라이 스프레이는 

거칠고 사포같은 표면을 갖고있으며 너무 멀리서 뿌리거나 너무 넓은 

패턴을 사용하거나 도료 분사량이 많거나 공기양이 많을때 생깁니다

드라이 스프레이를 경험하게 된다면, 3~5 인치 이상 떨어저 시공하지 

않고, 패턴폭을 2~3인치로 줄이고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사량을 조절해서 한번 뿌렸을때 적시듯이 뿌려지도록 합니다.

드라이 스프레이

거칠고 사포같은 표면의 

드라이 스프레이 예시 입니다

7 단계 :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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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7: SPRAYINGPHASE 7: SPRAYING

Spraying

When spraying, strive for even coverage 

1 thousandth inch coating thickness - 

volume so that the Cerakote does not 
dry spray, which is when the coating 

When spraying, the part should appear 

Cerakote will still be wet to the touch 

coated parts before curing, the coating 
will be smudged and will need to be 

TIPS:

CERAKOTE.CO.KR

시공

시공을 할때, 균일하게 시공하도록 합니다

(0.5/1000~1/1000인치의 피막을 형성시킵니다)

세라코트가 공기중에서 굳은채로 부품에 접착되어

‘드라이 스프레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도포합니다. 

시공을 할때, 부품은 젖은것 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흐를정도는 안됩니다. 세라코트는

경화되기 전까지 만지면 안됩니다. 경화전에

부품을 만진다면, 코팅에 얼룩이 생겨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피막 두께를 위해서

한표면에 1~2번 시공해야합니다.

적시듯이 뿌리는 예시 이미지

* 0.8mm tip HVLP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세요

(IWATA LPH-80을 권장합니다)

* 3~5인치 떨어저 있을 때 수평으로 2~3인치 

패턴이 되게 시공하세요

* H - 시리즈 : 20~25psi

* E - 시리즈 : 25~30psi

*충분하지 않은양의 코팅 분사는 드라이 

스프레이나 거친 표면을 유발합니다.

팁 :

7 단계 :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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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7: SPRAYING

Spraying

still be wet to the touch until it is oven 

curing, the coating will smudge and

® or acetone, 

Cleaning Up

CERAKOTE.CO.KR

시공

각 부품이 코팅된 이후에, 15분정도 

자연건조 시키십시오 오븐경화 전까지 

세라코트는 만지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경화가 되기전 제품을 만진다면, 코팅면에 

흔적이 남을것이고 그 제품은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실수”

정리

시공중에 실수가 일어난다면(ex_과도포), 닦아내고 다시 뿌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경화되기전 코팅을 Brake-Kleen이나 아세톤으로 닦아내고 

말린 뒤에 다시 샌딩하고 나서, 먼지를 털어내고 재 시공하십시오

시공 도구와 스프레이건을 아세톤으로 세척 하십시오, 세척용액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촉매제를 섞은 세라코트는 지역 규제에 

따라 폐기처분 하십시오

절대로 촉매제와 섞인 세라코트를 다시 병에 넣지 마십시오   

촉매제와 섞인 세라코트를 다시 병에 넣게되면, 병에 남아있는 모든 코팅용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7 단계 :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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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8: CURING SCHEDULEPHASE 7: SPRAYING

CAUTION

Material

Metal

Flash Cure

or

1 Hour

2 Hours

Wood 2 Hours

CERAKOTE.CO.KR

경화 하려는 제품의 내열온도가 몇도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오븐경화전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일부 세라코트 코팅제는 특별한 경화 스케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하기전 언제나 각 제품의 TDS를 확인해 보십시오

H - 시리즈 & 엘리트 시리즈 큐어 스케쥴

소재 온도 시간

금속

중간경화
(스텐실)

플라스틱/
폴리머

목재

300℉(148.8℃)

150℉(65.5℃)

150~180℉
(65.5~82.2℃)

150~180℉
(65.5~82.2℃)

1시간

5~15분

2시간

2시간

스텐실 시공을 위한 중간 경화

세라코트 위에 세라코트를 시공할 때에, 150~180℉ (65.5~82.2℃) 에서 5~15분간

중간경화를 진행하십시오. 경화후 제품을 실온정도로 식힌후에 다음색상을  시공

합니다. 위장무늬나 스텐실작업을 할때에는 모든 시공은 첫 경화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경화가 완료된 이후에, 오븐에서 제품을 꺼내어 식힙니다. 제품이 만질 수

있을정도로 식은 이후에는 재조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단계 : 경화 방법

H&Elite 시리즈 경화 방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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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kote Shake-N-Blast Canister

Cerakote Plug Kit

Cerakote Hook Kit

SUPPLIES & EQUIPMENT

CERAKOTE.CO.KR

세라코트 시공준비, 시공 과정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세라코트 플러그 키트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로 구성된

300pcs이상의 고품질 플러그 세트

(SE-220)

주요 특징 :

- 필요한게 전부 갖춰진 시중 최고의 스타터 키트

- 지속적인 600℉(315℃)의 환경에서 견디는 내열성

- 세라코트 마스킹에 특화

세라코트 Shake-N-Blast 용기

세라코트 후크 키트

세라코트 Shake - N -Blast는 작은 부품을

효율적으로 샌딩하는데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SE-221)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이즈로 구성된 후크 키트

(SE-175)

주의: Shake-N-Blast는 1.27cm~0.22cm 크기의 제품에

사용하기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 필요한게 전부 갖춰진 화기 코팅용 후크 키트

- 재사용이 가능한 산업용 코팅 후크

- 다양한 형태, 길이, 그리고 굵기로 모든 상황에 사용가능

- 세라코트 교육 트레이너가 직접 선별한 다양한 사이즈 

- 지속적인 600℉(315℃)의 환경에서 견디는 내열성

- 세라코트 마스킹에 특화

시공 보조 장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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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d Cylinders

pattern from round to full 

paint passage and heat 

long- lasting, peak

easy-to-service cartridge-

can be serviced outside the 
gun and easily placed back 

steel gravity cup is
center-mounted and
rotates, allowing for

High Heat Tape
Used for masking areas 

SUPPLIES & EQUIPMENT SUPPLIES & EQUIPMENT

Find these supplies 

CERAKOTE.CO.KR

고열 테이프

코팅을 하지 않을 부분에 사용하는

마스킹용 테이프 (1/8~4인치)

세라코트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한 장비를

확인해 보세요
계량 실린더

100ml (SE-147A)

50ml (SE147-B)

세라코트, 촉매제 용액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는

100ml 실린더를 권장합니다.

* 원부터 타원까지 다양한

스프레이 패턴 조절 가능

* 열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노즐, 

도료 통로는 높은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 사용하기 쉽고 신뢰성 높은

카트리지 스타일의 “에어-밸브”

세트를 이용하여, 에어 호스의

탈착이 간편합니다

* 4oz(118ml)의 스테인리스스틸

중력식 도료컵은 편한 시공을 위해

중심에 맞춰저 있고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와타 LPH-80 HVLP 
스프레이건 특징

3. 공기압
- 주입되는 공기압 조절

- 너무 낮은 압력은 튀거나, 드라이 스프레이를 유발합니다

- 너무 높은 압력은 패턴이 튀거나 과도포를 유발합니다.

1. 스프레이 패턴
- 미립화된 도료의 패턴을 조절합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려 패턴을 좁힙니다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패턴을 넓힙니다

-디테일하게 작업할 때에는 작은 패턴은 

낮은 압력으로 사용하십시오

-넓은 면적을 시공할 때에는 큰 패턴을 사용하십시오

스프레이 패턴 조절

도료 토출 양 조절

2. 도료 토출 양

- 건에서 나오는 미립화된 도료의 양을 조절합니다

- 시계방향으로 돌려 도료의 양을 줄입니다

-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도료의 양을 늘립니다

- 이 조절 노브는 스프레이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 원하는 피막 두께 조절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와타 LPH-80
(se-138)

시공 보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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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PROGRAM CONTACT INFORMATION

Need Help?

 to get

CERAKOTE.CO.KR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라코트 시공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세라코트 코리아에 문희 해주세요

전화 : 02-507-0282(내선 3번)
이메일 : info@cerakote.co.kr
홈페이지 : www.cerakote.co.kr

SNS

페이스북 : Facebook.com/Cerakotekorea
인스타그램 : @Cerakote_korea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artisanindustries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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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코트 코리아

02-507-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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