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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물성의 특성을 구현 
- 누구나 작업 가능한 상온 속건성(건조 : 5~30분  
  이내)의 뛰어난 작업성. 

-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물성의 특성을 구현 
- 누구나 작업 가능한 상온 속건성(건조 : 5~30분  
  이내)의 뛰어난 작업성. 

ü 다양한 용도 : 방수, 절연, 부식방지, 충격완화 등. 
ü 사용온도 : -85℃~150℃ 내한성/내열성. 
   (내열테스트 : 200℃에서 1시간 열 충격 테스트 이상없음)  
ü 전기적 절연성이 매우 뛰어나서 초 고압용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XLPE와 동등수준의 절연성을 가지고 있음. 
ü 타 합성 Rubber보다도 뛰어난 내후성과 내오존성. 
ü Rubber 중 비중이 제일 작아(0.86) 중량이 가벼우며,  
   얇은 두께의 작업으로도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ü 액체 및 기체에 대한 기밀성이 매우 우수 → 방수성능 탁월 
ü UV(자외선)에 매우 안정적이다. 
ü 타 제품(에폭시, 실리콘)과 같이 작업의 제한성이 없어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제품에도 다양한 작업 툴로 사용.  
ü 극 산성(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 다양한 용제에 매우 뛰 
    어난 특성을 갖고 있음. 
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ü 탄성이 좋아 진동부위에서도 부착력이 좋다. 

부식 
방지 

절연 

방수 

방음 

보호 
유지 

내열 
내한 

탄성, 내한성, 내열성, 내염성 및 내산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액상 고무코팅 스프레이 제품으로 다양한 재료(금
속,벽돌,목재,종이,고무,페인트 등)에 도포되면 공극을 통해 흡수 및 접착이 되어 강력한 고무막을 형성하여 물
과 공기로부터 모체를 완벽하게 차단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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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고분자 합성 고무계로 인장강도 2KG(19.6Mpa) 이상 

Ø 신장율이 400% 이상으로 신축팽창에 강하여 탄성과 복원력이 

   장기간 유지되며 내구성이 우수함. 

Ø 내오존성,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함. 

Ø 자외선을 포함한 내후성에 강한 특성 및 내화학성을 갖고 있음. 

Ø 모체의 미세균열 및 공극에 깊게 침투하여 모체와 일체가 되어  

   고무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방수효과에 탁월함. 

Ø 모체는 금속, 돌, 벽돌, 목재, 고무 등 다양한 재료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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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염수에 내구성이 강하며 방수 효과가 탁월함 

ü적녹 발생이 생기지 않으며 변질이 되지 않음 

ü철재 선박, 목재 선박, 항만 금속 구조물, 목조 구조물 등의  

   해수로부터 부식 방지 및 방수효과가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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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염내 절연이 매우 뛰어난 절연파괴 전압을 가지고 왔음 

ü활선 상태(전기통전) 상태에서도 작업 가능 

ü각종 전기, 전자 부품 및 시설물에 절연 코팅제로 사용 가능 

ü옥외 배전반 절연 및 방수, 부식 방지 보강 

ü손상된 케이블의 외피 보수 및 절연보강 

ü다양한 전자제품(통신기기 등)의 접점 부위의 전기적 부식 

  (전식) 방지 

ü복잡한 구조의 옥외 터미널 박스나 조인트 부위의 방수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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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공중합체의 화학적 안정성을 가짐 

 

ü 인체유해물질(10대 유해 원소-납(Pb), 수은(Hg),  

    크롬(Cr) 등..)이 검출되지 않아 시공 시 무해함 

 

ü 오물 및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 오염방지에 탁월 

 

ü 할로겐에 의한 녹슬음이 없음(Halogen Free 시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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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 건물외벽 방수(누수 및 오염방지) 
• 마감자재 수명연장 및 미관유지 (미세균열 충진 및 코팅) 
• 건물 내부의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오염방지 
• 욕실 및 화장실의 타일 및 주방설비의 방수 및 오염방지 

토목 토목 

•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세균열로 인한 투습 및 누수방지 
• 교량 등 철재 구조물의 볼트/너트 코팅으로 이완방지 및 녹슬음 방지 
• 항만시설 등 염분으로 인한 녹슬음 방지 (선박 포함) 
• 오폐수 처리시설의 유독가스 및 오염물질 누출방지 
• 지하철 등 부분적인 누수방지 및 습기로 인한 녹슬음 방지 
• 어린이 놀이기구의 코팅으로 안전확보 및 오염방지 

전기/통신 
설비 

전기/통신 
설비 

• 한전 시설 등의 누전방지 코팅 
• 전선 및 전기시설 이음부분의 누전방지 코팅/습기로부터 차단코팅으로 누전방지 
• 발전기 및 변압기의 습기로 인한 취약거점 녹슬음 및 오염방지 
• 부식이 심한 해변의 전기시설 녹슬음 및 오염방지 
• 선박 등의 전기시설의 누전 및 녹슬음 방지 
• 통신설비의 파손부분 녹막이/습기보호 코팅 및 통신선 파손부분 코팅 

가스설비 가스설비 

• 미세균열로 인한 가스유출 탐지 및 예방 (풍선효과 응용) 
  - 도시가스 시설의 설비 및 배관 이음부분 
  - 가스배관 녹슬음 및 습기로부터 보호 코팅 
  - 병원 의료용 가스기기의 이음부분 
  - 화학공장 등의 유독가스 발생이 심한 설비의 미세균열 등 

기계설비 기계설비 
• 녹슬음 방지, 미세균열 부분 코팅으로 오염방지 등의 수명연장 
  - 공장 등의 기계 및 기계설비의 연결부분 
  - 자동차(본네트 안, 밑 부분, 문 등)의 각종 이음부분 및 배터리 연결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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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21P 
도포전 

SRC-21P 
도포후 

조적벽돌이 기공 사이로  
수분을 흡수하여  
방수가 되어있지 않음. 

NO! 방수 

고무 코팅이 기공 사이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고무 막을 형성 
→ 탁월한 방수효과 

SRC-21P를 뿌린 후의 사진 

(조적 사이의 공극이 용재를  

빨아들여 충분히 도포) 

. 물을 뿌려 보았을 때  

  물방울이 굴러 떨어진다. 

. 백화로 인해 지저분하던  

  벽면이 코팅과 함께  

  오염물질이 제거 

시공을 통해 미세균열로 인한  
누수 및 누전,  
녹으로 인한 부식 방지 등  
유지관리에 수명을 늘려주고  
안전성을 높여 주는 효과 

물을 뿌려 보았을 때  

물방울이 기판으로  

침투하지 않음. 

도포전 

도포후 

습기에 취약한 PCB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도포전 

도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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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이 슨 철제 파이프에 SRC-21P를 도포함. 
 

녹이 슨 부분에 SRC-21P를 도포 한 후 물을 뿌려본 결과  
철제에 직접 닿아 녹을 슬게하는 접촉은 일어나지 않고  
물방울로 맺혀 있을 뿐이다.  

위 사진은 SRC-21P를 뿌리기 전의 사진이다. 물을 뿌려보았지만 

물기가 그대로 볼트 부분에 스며들어 있다. 

 

아래 사진은 SRC-21P를 뿌린 후의 사진. 물을 뿌려 보았을 때  

물방울이 송글거리며 맺히는 것이 보인다.   

철재 다리나 철재 구조물에서 생명과도 같은  

볼트들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던 녹을   

고무코팅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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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타이어의 노후와 부분 경질 및 미세균열로  

   인해서 펑크나 안전사고 방지 성능이 탁월 

 

Ø 표면 상 재질 문제는 SRC-21P의 성분 자체가  

   고무 재질 이기때문에 타이어에 부착도가  

   좋고 미끄럼이나 뜸 현상이 없음 

Ø SRC-21P를 뿌리기 전 녹과 먼지가 끼어  

   있던 기관부가 고무 막이 형성 되어 깨끗해 

   지고 추후 습기의 침투에 강해지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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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공장 불산, 염산 계열의 가스 누설 탐지 기능 

  ㅇ 배관 이음쇠 부근에 액상 고무 코팅을 하게 
되면 배관 녹 방지와 함께 가스 누출시 고무막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가스 누출을 사전 탐지
할 수 있음. 
 
 
 

Ø 가정용 LPG, LNG 가스 배관 누설 탐지 기능 
 
  ㅇ 가정용 배관은 옥외 노출로서 부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상 고무 코팅제를 처리하여 
배관 이음쇠 부근의 녹 방지와 함께, 가스가 누출
될 경우 고무막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가스 
누출을 사전 탐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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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 표시용  글씨를 매직으로  쓴  후 SRC-21을 뿌리면 글씨 보호 효과가 있음. 

   - 통신회사, 건설공사장 등에서 적용 중  

주의 : 네임펜은 코팅 부적합으로 판명. 

종이 방수 

네임펜 

수성마커 

매직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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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액상 고무씰링( SRC-LS )에 대한 소개 
ㅇ 용도 : 실리콘 충진부 틈새, 전선 균열부, LED 접합부, 세라믹타일, 유리 창문틈새 충진을  
            하여, 방수, 절연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ㅇ 숙성시간 : 총 24시간 (건조시간 : 20분 ~1시간) 
ㅇ 1회 도포량 : 2-3 mm 가능 
ㅇ 고무 씰링제의 특징 :  
 - 상이한 두 재질의 팽창계수가 다르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 두 재질 사이에 틈새가 발생할 수  
   있어 실리콘 충진부위에도 틈새가 생기는데, 이러한 곳에 고무씰링을 하면 고무고유의 탄성 
   으로 인해서 틈새가 잘 생기지 않게 됨. 
 
ㅇ 포장 용량 : 50ml  (알루미늄 튜브) 

LED 조명등 접합부  방수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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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지하철 차량 상부 냉방

장치에 대한 누수 방지와 

전기 절연 및 전기 누전 방

지 목적으로 부산 지하철

에서 SRC-LD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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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
전 

도
포
전 

도
포
후 

도
포
후 

스프레이가 아닌 액상제품을 이용한 건물외벽 시공 : 방수코팅 및 백화제거 스프레이가 아닌 액상제품을 이용한 건물외벽 시공 : 방수코팅 및 백화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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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처리 후 5 ~ 10년 정도 효과 지속으로  
   설비 교체 투자시기 연장 가능 (실외는  
   5년 이하로 단축) 
 
ü 설비 보전(위해요소 예방 및 내구성 증대) 
   (누수/녹/누출/누전/오염/유독 가스 등) 

 
ü 지중 설비 내 전기, 통신장비의 결로 현상  
   방지로 통신 에러 방지 

모델명 모델명 

기대효과 기대효과 

Ø SRC-21 (다용도 안전 고무 코팅제) 
   → 스프레이 방식 
Ø SRC-WP (합성 고무계 외벽 방수제) 
   → 용액 방식(로울러 타입) 
Ø SRC-LD (합성 고무계 외벽 방수제) 
   → 용액 방식(붓 타입: 특정부위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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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부산신항만 콘테이너 크레인 이송용 케이블 절연보강 
사례 2. : 원자력발전소 CCTV 카메라 제어함체 내부 단자대 절연 코팅 실시 
사례 3. : 원자력발전소 사택 방수 보수용 자재로 활용 
사례 4. : 한전 변전소 스위치 함체 하부 부식 방지 코팅 
사례 5. : 한전 배전 케이블 및 함체 절연 및 부식 방지 코팅 
 
사례 6. : 태양광발전소 CCTV 함체 절연 및 부식 방지 코팅 실시 
사례 7. : 선박 조선 제작, 수리회사 부식 방지용 코팅 실시 
사례 8. : 종이 코팅 후 인테리어에 적용 
사례 9. : 화학공장 전기 배전반 하부 피트 콘크리트 바닥 방수로 습기 예방 
사례10 : 주택 벽면 방수 하자 문제를  본 코팅제로 해결 (SRC-WD) 
 
사례11 : 오토바이 금속면 외부 코팅으로 부식방지 및 청결 유지 
사례12 : 해양연구소 해양구조물 볼트, 단자대 부식 방지 코팅실시 
사례13 : 침수 수중모터 케이블 연결부 방수로 케이블 절연 코팅실시 (SRC-LD) 
사례14 : 목욕탕 목조 수조 방수 코팅 실시 
사례15 : 용접용 접지 케이블 외피 손상 부위 절연코팅 실시 
 
사례16 : LED 경고용 램프가 부착된 섬유에 방수, 절연 코팅 실시 
사례17 : 통신용 모뎀에 방수 코팅 실시 
사례18 : 해안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연결단자에 절연, 방수 코팅 실시 
사례19 : 해안가 배전반 부스바에 방수, 방청, 절연 코팅 실시 
사례20 : 교통신호등 LED램프 접속부위 및 지지볼트 방수, 절연, 방청 코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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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1 : K, L 통신사의 기지국 및 인터넷 장비 전원분전반 결로 현상 대책용 누전, 절연  
           대책용으로 코팅 실시  
사례22 : 해양 요트, 낚시배 갑판위 미끄럼 방지로 탑승객 안전 보호 대책용으로 고무 코팅 
사례23 : 태풍 또는 지진, 다이나마이트 폭파 공사현장의 건물내 유리창 보호와  유리 파손          
           의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 고무 코팅 실시  
사례24 : 안전 방호복, 장갑등에 고무, 방수 코팅을 실시 
사례25 : 주택 벽면 곰팡이 제거 후 고무 코팅 실시로 곰팡이 서식장소 제거  
 
사례26 : L디스플레이공장 불산, 염산 누출 장소 코팅으로 금속성분 녹, 누출 방지용 
사례27 : 지하철로 신호선과 플라스틱 절연체 사이에 금속성분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코팅을 실시함 
사례28 : 가공차단기 금속체와 고무 패킹 사이의 틈새에는 고무 씰링(SRC-LS)으로 주입 
사례29 : 전선 피복 틈새에 고무 씰링제 주입 
사례30 : 욕실 세면기 틈새의 실리콘 접합부 틈새에 고무씰링제 처리 
 
사례31 : K 통신사에서는 각종 통신장비의 관리번호를 유성 매직으로 표시한 후 코팅함으 
           로써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업무 개선함. 
사례32 : 부산지하철 차량 상부 냉방장치 그물망 주위 고무 코팅으로 누수 방지함으로써  
            전기 절연 및 전기 누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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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sdata.co.kr  
T : 031-388-7874 F:031-388-7854  

 

제조원 판매원 
(주)재신정보 

u 타사 대비 장점 
  ㅇ본 제품은 시멘트, 종이, 녹조직 속에 고무가 액상형태로 침투가 가능함 
  ㅇ타사 제품은 고무 피막 코팅을 함으로써 나중에 벗겨질 우려가 있음 
  ㅇ 실리콘, 에폭시 수지등은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해 나중에 분리되어 틈새 생김.  
  
u 납품 실적 
  ㅇ 분당발전소, 한수원 정보통신팀/시설팀, 한전 배전, 변전소 사업장 
  ㅇ 완도지역 희망전기조명 
  ㅇ 서울시청 영등포구청 도로과 
  ㅇ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진 중공업, 부산신항만 
  ㅇ 현대 자동차,  
  ㅇ 한화 케미칼 
  ㅇ 부산지하철  
  ㅇ KT, LG U+, LG디스플레이, 
  ㅇ LED 방수등 제조사  
  ㅇ 기타 개인 주택 방수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