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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씨엠텍엠씨엠텍엠씨엠텍엠씨엠텍    



1.1.1.1.    개개개개    요요요요 

당사의당사의당사의당사의    멀티칼라강판멀티칼라강판멀티칼라강판멀티칼라강판(Multi Color(Multi Color(Multi Color(Multi Color    Printed Metal Sheet)Printed Metal Sheet)Printed Metal Sheet)Printed Metal Sheet)은은은은    PCM PCM PCM PCM 도료와도료와도료와도료와    잉크가잉크가잉크가잉크가    

다층다층다층다층    으로으로으로으로    피복되어피복되어피복되어피복되어    기계적기계적기계적기계적, , , , 화학적화학적화학적화학적    물성이물성이물성이물성이    우수합니다우수합니다우수합니다우수합니다. . . .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보관보관보관보관    및및및및    사용사용사용사용    시시시시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같은같은    사항을사항을사항을사항을    준수하여야준수하여야준수하여야준수하여야    목적하는목적하는목적하는목적하는    물성이물성이물성이물성이    발현되며발현되며발현되며발현되며, , , ,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을않을않을않을    경우경우경우경우    

문제발생이문제발생이문제발생이문제발생이    야기야기야기야기    되므로되므로되므로되므로    주의가주의가주의가주의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 . .  

소재의소재의소재의소재의    보관보관보관보관방법방법방법방법과과과과    방화문방화문방화문방화문, , , , 가구가구가구가구    및및및및    내외장재내외장재내외장재내외장재    등등등등의의의의    제작과정제작과정제작과정제작과정    또는또는또는또는    설치설치설치설치    후후후후    

발생될발생될발생될발생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문제점을문제점을문제점을문제점을    사전에사전에사전에사전에    방지방지방지방지    하고자하고자하고자하고자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2. 2. 2. 2. 보관시보관시보관시보관시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1) 1) 1) 1) 제품은제품은제품은제품은    실내보관을실내보관을실내보관을실내보관을    원칙으로원칙으로원칙으로원칙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 , , 실내는실내는실내는실내는    통풍이통풍이통풍이통풍이    잘되며잘되며잘되며잘되며    직사광선을직사광선을직사광선을직사광선을    피한다피한다피한다피한다. . . . 

먼지먼지먼지먼지    등등등등    이물질이물질이물질이물질, , , , 수분수분수분수분    유입이유입이유입이유입이    없으며없으며없으며없으며, , , , 습도가습도가습도가습도가    높지높지높지높지    않아야않아야않아야않아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특히특히특히특히    여름철여름철여름철여름철    

우기는우기는우기는우기는    더욱더욱더욱더욱    유의유의유의유의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실외에실외에실외에실외에    적재적재적재적재    및및및및    보관은보관은보관은보관은    대기의대기의대기의대기의    주주주주....야야야야    

기온차에기온차에기온차에기온차에    의하여의하여의하여의하여    발생발생발생발생    된된된된    결로가결로가결로가결로가    발청과발청과발청과발청과    피막박리를피막박리를피막박리를피막박리를    일으킬일으킬일으킬일으킬    수수수수    있음있음있음있음) ) ) )  

* * * * 보관조건보관조건보관조건보관조건////기간기간기간기간: 25: 25: 25: 25℃℃℃℃, , , , 건조한건조한건조한건조한    실내조건에서실내조건에서실내조건에서실내조건에서    6666 개월개월개월개월    이내이내이내이내    

2) 2) 2) 2) 수분이수분이수분이수분이    유입된유입된유입된유입된    상태로상태로상태로상태로    적재적재적재적재    시시시시    피막이피막이피막이피막이    열화열화열화열화    되어되어되어되어    변색변색변색변색, , , , 백탁백탁백탁백탁, , , , 부풀음부풀음부풀음부풀음, , , , 발청발청발청발청, , , , 

박리박리박리박리    가가가가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 .  

과도한과도한과도한과도한    중량의중량의중량의중량의    적재는적재는적재는적재는    문문문문제를제를제를제를    더더더더    촉진촉진촉진촉진    시킬시킬시킬시킬    수수수수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유의유의유의유의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중량으로중량으로중량으로중량으로    9ton 9ton 9ton 9ton 이하이하이하이하. (3 Pallet . (3 Pallet . (3 Pallet . (3 Pallet 이하이하이하이하, 1 Pallet : , 1 Pallet : , 1 Pallet : , 1 Pallet : 약약약약    3ton)3ton)3ton)3ton)까지까지까지까지    가능하나가능하나가능하나가능하나    2 2 2 2 

PalletPalletPalletPallet 까지까지까지까지    적재를적재를적재를적재를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3) 3) 3) 3) 직사광선에직사광선에직사광선에직사광선에    노출되면노출되면노출되면노출되면    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    점착제가점착제가점착제가점착제가    인쇄면으로인쇄면으로인쇄면으로인쇄면으로    전이되어전이되어전이되어전이되어    인쇄면인쇄면인쇄면인쇄면    손상손상손상손상    

또는또는또는또는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강도의강도의강도의강도의    약화약화약화약화, , , , 점착력이점착력이점착력이점착력이    상승되어상승되어상승되어상승되어    제작제작제작제작    설치설치설치설치    후후후후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제거가제거가제거가제거가    

어려우므로어려우므로어려우므로어려우므로    유의하여유의하여유의하여유의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4) 4) 4) 4) 제작제작제작제작    전에전에전에전에    뒷면뒷면뒷면뒷면, , , , 가장자리가장자리가장자리가장자리    부분에부분에부분에부분에    발청발청발청발청, , , , 백탁백탁백탁백탁    여부를여부를여부를여부를    관찰관찰관찰관찰    하여하여하여하여    이상발생이이상발생이이상발생이이상발생이    

된된된된    자재는자재는자재는자재는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보류하고보류하고보류하고보류하고    당사당사당사당사    영업팀영업팀영업팀영업팀////품질품질품질품질팀에팀에팀에팀에    문의한문의한문의한문의한    후후후후    사용여부를사용여부를사용여부를사용여부를    결정결정결정결정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5) 5) 5) 5) 가공가공가공가공    제작한제작한제작한제작한    제품의제품의제품의제품의    보관도보관도보관도보관도    실내보관을실내보관을실내보관을실내보관을    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옥외에옥외에옥외에옥외에    적재적재적재적재    시시시시    특히특히특히특히    하절기에는하절기에는하절기에는하절기에는    제품의제품의제품의제품의    과도한과도한과도한과도한    온도상승으로온도상승으로온도상승으로온도상승으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2222----2), 3) 2), 3) 2), 3) 2), 3) 

의의의의    문제가문제가문제가문제가    더더더더    심하게심하게심하게심하게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6) 6) 6) 6) 적재시적재시적재시적재시    다단적재다단적재다단적재다단적재(3(3(3(3 단단단단    이하로이하로이하로이하로    할할할할    것것것것))))를를를를    하면하면하면하면    스키드에스키드에스키드에스키드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인쇄강판에인쇄강판에인쇄강판에인쇄강판에    

자국이자국이자국이자국이    생길생길생길생길    수수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단단단단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고무고무고무고무    PADPADPADPAD 를를를를    삽입하여삽입하여삽입하여삽입하여    적재적재적재적재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7) 7) 7) 7) 다단다단다단다단    적재시적재시적재시적재시    과도한과도한과도한과도한    중량에중량에중량에중량에    의하여의하여의하여의하여    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    압착되어압착되어압착되어압착되어    가공가공가공가공    제작하여제작하여제작하여제작하여    

설치후설치후설치후설치후    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    점착제점착제점착제점착제    전이전이전이전이, , , ,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제거가제거가제거가제거가    곤란한곤란한곤란한곤란한    문제가문제가문제가문제가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과도한과도한과도한과도한    적재를적재를적재를적재를    피하여피하여피하여피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8) 8) 8) 8) 부득이부득이부득이부득이    옥외옥외옥외옥외    보관보관보관보관    시는시는시는시는    덮개덮개덮개덮개((((비닐비닐비닐비닐    등등등등))))로로로로    씌워씌워씌워씌워    비를비를비를비를    맞지맞지맞지맞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하고하고하고하고    비가비가비가비가    

그친그친그친그친    후후후후    통풍을통풍을통풍을통풍을    시켜주며시켜주며시켜주며시켜주며, , , , 결로현상에결로현상에결로현상에결로현상에    의한의한의한의한    발청이발청이발청이발청이    발생하지발생하지발생하지발생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통풍이통풍이통풍이통풍이    잘잘잘잘    

되는되는되는되는    곳에곳에곳에곳에    보관보관보관보관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빗물이빗물이빗물이빗물이    유입된유입된유입된유입된    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    10101010 일일일일    이내에이내에이내에이내에    사용사용사용사용)))) 

9) 9) 9) 9) 설계된설계된설계된설계된    물성을물성을물성을물성을    확보하기확보하기확보하기확보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선입선입선입선입    선출을선출을선출을선출을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0) 610) 610) 610) 6 개월개월개월개월    이상이상이상이상    보관된보관된보관된보관된    소재를소재를소재를소재를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때때때때    소재표면에소재표면에소재표면에소재표면에    먼지나먼지나먼지나먼지나    장시간장시간장시간장시간    하중에하중에하중에하중에    

의한의한의한의한    눌림눌림눌림눌림    자국이자국이자국이자국이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3. 3. 3. 3. 취급시취급시취급시취급시    주의주의주의주의    사항사항사항사항 

1) 1) 1) 1) 하차시하차시하차시하차시    또는또는또는또는    이동시이동시이동시이동시    지게차의지게차의지게차의지게차의    발이발이발이발이    파레트파레트파레트파레트(Pallet)(Pallet)(Pallet)(Pallet)의의의의    중심에중심에중심에중심에    위치하여위치하여위치하여위치하여    양단의양단의양단의양단의    

무게중심이무게중심이무게중심이무게중심이    이루어져이루어져이루어져이루어져    적재된적재된적재된적재된    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    균형이균형이균형이균형이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진진진진    상태로상태로상태로상태로    하차하차하차하차    및및및및    이동이동이동이동    

해야해야해야해야    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    뒤틀림뒤틀림뒤틀림뒤틀림, , , , 덴트덴트덴트덴트(dent), (dent), (dent), (dent), 꺽임꺽임꺽임꺽임    등을등을등을등을    방지방지방지방지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유의하여유의하여유의하여유의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2) 2) 2) 2) 하차시하차시하차시하차시    이동시이동시이동시이동시    운송운송운송운송장비장비장비장비, , , , 지게차의지게차의지게차의지게차의    발발발발    또는또는또는또는    몸체가몸체가몸체가몸체가    접촉되어접촉되어접촉되어접촉되어    멀티칼라강판이멀티칼라강판이멀티칼라강판이멀티칼라강판이    

손상손상손상손상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주의주의주의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3) 3) 3) 3) 이동이동이동이동, , , , 운반운반운반운반, , , , 제작시에는제작시에는제작시에는제작시에는    안전한안전한안전한안전한    취급기구를취급기구를취급기구를취급기구를    사용하고사용하고사용하고사용하고    보호장구를보호장구를보호장구를보호장구를    착용착용착용착용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4) 4) 4) 4) 멀티칼라강판멀티칼라강판멀티칼라강판멀티칼라강판    포장을포장을포장을포장을    해체한해체한해체한해체한    후는후는후는후는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빠른빠른빠른빠른    시간에시간에시간에시간에    전량전량전량전량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포장포장포장포장    해체해체해체해체    후후후후    장시간장시간장시간장시간    방치방치방치방치    시는시는시는시는    표면표면표면표면    손상손상손상손상    및및및및    절단면에절단면에절단면에절단면에    부식이부식이부식이부식이    발생발생발생발생    

할수할수할수할수    있습있습있습있습니다니다니다니다)))) 

5) 5) 5) 5) 기름이기름이기름이기름이    묻거나묻거나묻거나묻거나    오염된오염된오염된오염된    장갑장갑장갑장갑    등을등을등을등을    착용하고착용하고착용하고착용하고    제품을제품을제품을제품을    취급하지취급하지취급하지취급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6)6)6)6)    취급취급취급취급    공구류는공구류는공구류는공구류는    반드시반드시반드시반드시    방청처리가방청처리가방청처리가방청처리가    된된된된    것을것을것을것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주주주주십시오십시오십시오십시오....    

((((아연도금아연도금아연도금아연도금,,,,스테인스테인스테인스테인    레스레스레스레스    등등등등)))) 

7) 7) 7) 7) 이동시는이동시는이동시는이동시는    땅에땅에땅에땅에    끌리지끌리지끌리지끌리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반드시반드시반드시반드시    2222 명명명명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판을판을판을판을    들어들어들어들어    이동하고이동하고이동하고이동하고, , , , 한한한한    

장씩장씩장씩장씩    들어낼들어낼들어낼들어낼    때때때때    긁히지긁히지긁히지긁히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8) 8) 8) 8) 취급시취급시취급시취급시    부분적인부분적인부분적인부분적인    흠흠흠흠    발생으로발생으로발생으로발생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보수도장이보수도장이보수도장이보수도장이    필요할필요할필요할필요할    시시시시    당사가당사가당사가당사가    지정하는지정하는지정하는지정하는    

TouchTouchTouchTouch----upupupup 용용용용    InkInkInkInk 를를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9) 9) 9) 9) 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    제거된제거된제거된제거된    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    표면의표면의표면의표면의    오염물오염물오염물오염물    제거시는제거시는제거시는제거시는    적절한적절한적절한적절한    용제용제용제용제    또는또는또는또는    

중성세제중성세제중성세제중성세제    로로로로    거즈나거즈나거즈나거즈나    부드러운부드러운부드러운부드러운    천을천을천을천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닦아주십시오닦아주십시오닦아주십시오닦아주십시오.... 

----    사용가능사용가능사용가능사용가능    : : : : 중성세제중성세제중성세제중성세제, Kerosine, Methanol, Kerosine, Methanol, Kerosine, Methanol, Kerosine, Methanol 

----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 M.E.K, TCE(Trichloroethylene), Benzene, Toluene, Acetone,: M.E.K, TCE(Trichloroethylene), Benzene, Toluene, Acetone,: M.E.K, TCE(Trichloroethylene), Benzene, Toluene, Acetone,: M.E.K, TCE(Trichloroethylene), Benzene, Toluene, Acetone, 

ThinnerThinnerThinnerThinner 

4. 4. 4. 4. 제품제품제품제품    제작시제작시제작시제작시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1) 1) 1) 1) 제작전에제작전에제작전에제작전에    피막의피막의피막의피막의    백탁백탁백탁백탁, , , , 가장자리가장자리가장자리가장자리    및및및및    후면의후면의후면의후면의    발청발청발청발청    여부를여부를여부를여부를    검사하여검사하여검사하여검사하여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있으면있으면있으면있으면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보류하고보류하고보류하고보류하고    당사의당사의당사의당사의    영업팀영업팀영업팀영업팀////품질품질품질품질팀에팀에팀에팀에    문의문의문의문의    하여하여하여하여    사용여부를사용여부를사용여부를사용여부를    

결정하십시오결정하십시오결정하십시오결정하십시오.... 

2) 2) 2) 2) 특히특히특히특히    동절기에동절기에동절기에동절기에    과도한과도한과도한과도한    보관온도보관온도보관온도보관온도    저하는저하는저하는저하는    굽힘굽힘굽힘굽힘    가공가공가공가공    시시시시    피막의피막의피막의피막의    크랙크랙크랙크랙    (Cra(Cra(Cra(Crack) ck) ck) ck) 및및및및    

백화현상백화현상백화현상백화현상    발생의발생의발생의발생의    위험이위험이위험이위험이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가공가공가공가공    전전전전    실내에서실내에서실내에서실내에서    가온가온가온가온    하여하여하여하여((((약약약약    20202020----25252525℃℃℃℃) ) ) ) 사사사사    

용용용용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 보관온도가보관온도가보관온도가보관온도가    아주아주아주아주    낮은낮은낮은낮은    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    순간적으로순간적으로순간적으로순간적으로    가온하여가온하여가온하여가온하여    가공시는가공시는가공시는가공시는    크랙크랙크랙크랙    및및및및    백화현백화현백화현백화현    

상을상을상을상을    방지방지방지방지    하기하기하기하기    어려우므로어려우므로어려우므로어려우므로    가공제작가공제작가공제작가공제작    전에전에전에전에    멀티칼라강판과멀티칼라강판과멀티칼라강판과멀티칼라강판과    가공기계가공기계가공기계가공기계( ( ( ( 금형금형금형금형, , , , 프프프프    

레스레스레스레스, , , , 포밍기포밍기포밍기포밍기, , , , 벤딩기벤딩기벤딩기벤딩기    등등등등))))를를를를    충분히충분히충분히충분히    가온하여가온하여가온하여가온하여    평형상태에평형상태에평형상태에평형상태에    도달한도달한도달한도달한    후후후후    가공제작가공제작가공제작가공제작    해해해해    

야야야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3) 43) 43) 43) 4----2) 2) 2) 2) 또는또는또는또는    표면표면표면표면    박리박리박리박리, , , , 색차가색차가색차가색차가    발견시발견시발견시발견시    작업을작업을작업을작업을    중지하고중지하고중지하고중지하고    즉시즉시즉시즉시    당사당사당사당사    

영업팀영업팀영업팀영업팀////품질품질품질품질팀로팀로팀로팀로    연락하여연락하여연락하여연락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4) 4) 4) 4) 당사의당사의당사의당사의    제품은제품은제품은제품은    피막이피막이피막이피막이    뚜껍고뚜껍고뚜껍고뚜껍고, , , , 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    부착되어부착되어부착되어부착되어    있어있어있어있어    CR, CR, CR, CR, 아연도강판아연도강판아연도강판아연도강판    및및및및    

칼라강판칼라강판칼라강판칼라강판    가공에가공에가공에가공에    맞도록맞도록맞도록맞도록    조정된조정된조정된조정된(Alignment) (Alignment) (Alignment) (Alignment) 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    Roll Forming Roll Forming Roll Forming Roll Forming 등등등등    가공시에가공시에가공시에가공시에        

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보호필름이    RollRollRollRoll 에에에에    감기는감기는감기는감기는    현상이현상이현상이현상이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유격을유격을유격을유격을    조정하여조정하여조정하여조정하여    사용사용사용사용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5) 5) 5) 5) 포밍포밍포밍포밍(Forming) (Forming) (Forming) (Forming) 시시시시    포밍기계포밍기계포밍기계포밍기계    표면은표면은표면은표면은    항상항상항상항상    청결하게청결하게청결하게청결하게    유지하며유지하며유지하며유지하며    소재소재소재소재    표면과표면과표면과표면과    

접촉부접촉부접촉부접촉부    위에위에위에위에    부드러운부드러운부드러운부드러운    융융융융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권장권장권장권장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금형과금형과금형과금형과    소재면소재면소재면소재면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이물질이이물질이이물질이이물질이    

삽입삽입삽입삽입되지되지되지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주의주의주의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6) 6) 6) 6) 충진제충진제충진제충진제    접착후접착후접착후접착후    가열가열가열가열    Pressing Pressing Pressing Pressing 공정에서공정에서공정에서공정에서    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보호필름의    점착력을점착력을점착력을점착력을    일정하게일정하게일정하게일정하게    

유지하기유지하기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    온도온도온도온도, , , , 시간시간시간시간, , , , 압력을압력을압력을압력을    일정하게일정하게일정하게일정하게    유지하여유지하여유지하여유지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7) 7) 7) 7) 멀티칼라강판의멀티칼라강판의멀티칼라강판의멀티칼라강판의    절단절단절단절단    작업작업작업작업    후나후나후나후나    볼트구멍을볼트구멍을볼트구멍을볼트구멍을    뚫은뚫은뚫은뚫은    후는후는후는후는    금속성금속성금속성금속성    파편을파편을파편을파편을    완전히완전히완전히완전히    

제거하여제거하여제거하여제거하여    제품제품제품제품    표면에표면에표면에표면에    붙은붙은붙은붙은    파편이파편이파편이파편이    적재적재적재적재    및및및및    이동시이동시이동시이동시    표면에표면에표면에표면에    손상을손상을손상을손상을    주거나주거나주거나주거나    시공후시공후시공후시공후    

습기와습기와습기와습기와    접촉시접촉시접촉시접촉시    발청이발청이발청이발청이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주의주의주의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8) 8) 8) 8) 당사의당사의당사의당사의    멀티칼라강판은멀티칼라강판은멀티칼라강판은멀티칼라강판은    표면이표면이표면이표면이    손상되면손상되면손상되면손상되면((((특히특히특히특히    긁힘긁힘긁힘긁힘) Touch u) Touch u) Touch u) Touch up(p(p(p(부분도장부분도장부분도장부분도장))))이이이이    

곤란곤란곤란곤란    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가공가공가공가공    시시시시    손상이손상이손상이손상이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주의주의주의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9) 9) 9) 9) 가공된가공된가공된가공된    제품의제품의제품의제품의    후속후속후속후속    공정에공정에공정에공정에    사용되는사용되는사용되는사용되는    부자재부자재부자재부자재    등은등은등은등은    이의이의이의이의    적용적용적용적용    전에전에전에전에    시험을시험을시험을시험을    

하여하여하여하여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없는없는없는없는    것을것을것을것을    확인확인확인확인    후후후후    사용사용사용사용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예예예예, , , , 포장에포장에포장에포장에    사용되는사용되는사용되는사용되는    테이프테이프테이프테이프    및및및및    보양지가보양지가보양지가보양지가    인쇄인쇄인쇄인쇄    피막에피막에피막에피막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주어주어주어주어    부분변색이부분변색이부분변색이부분변색이    

발생발생발생발생    될될될될    우려가우려가우려가우려가    있음있음있음있음.... 

10) 10) 10) 10) 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인쇄강판의    물성과물성과물성과물성과    관계없이관계없이관계없이관계없이    가공가공가공가공    제작제작제작제작    후후후후    운송운송운송운송, , , , 설치설치설치설치    중중중중    및및및및    설치설치설치설치    후후후후    손상손상손상손상    

발생발생발생발생    이이이이    없도록없도록없도록없도록    작업자에게작업자에게작업자에게작업자에게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환기환기환기환기    시켜시켜시켜시켜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인쇄강인쇄강인쇄강인쇄강판의판의판의판의    물성과물성과물성과물성과    관계없는관계없는관계없는관계없는    하자로하자로하자로하자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소량의소량의소량의소량의    인쇄강판인쇄강판인쇄강판인쇄강판    생산이생산이생산이생산이    빈번함빈번함빈번함빈번함.... 

11) 11) 11) 11) 이색의이색의이색의이색의    발생을발생을발생을발생을    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동일동일동일동일    LotLotLotLot 의의의의    멀티칼라강판을멀티칼라강판을멀티칼라강판을멀티칼라강판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Lot. ( Lot. ( Lot. ( Lot 에에에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미세한미세한미세한미세한    색상색상색상색상    차이가차이가차이가차이가    날날날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5. 5. 5. 5. 기타기타기타기타    주의주의주의주의    사항사항사항사항 

1) 1) 1) 1) 사용사용사용사용    이전에이전에이전에이전에    보호필름을보호필름을보호필름을보호필름을    떼어내지떼어내지떼어내지떼어내지    말아말아말아말아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2) 2) 2) 2) 일부일부일부일부    사용후사용후사용후사용후    잔량을잔량을잔량을잔량을    보관시보관시보관시보관시, , , , 오염된오염된오염된오염된    포장지나포장지나포장지나포장지나    표면이표면이표면이표면이    딱딱한딱딱한딱딱한딱딱한    것것것것    등으로등으로등으로등으로    덮지덮지덮지덮지    

말말말말    고고고고    반드시반드시반드시반드시    포장지로포장지로포장지로포장지로    덮어덮어덮어덮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3) 3) 3) 3) 사용전사용전사용전사용전, , , , 사용후사용후사용후사용후    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    구둣발구둣발구둣발구둣발    및및및및    흙이흙이흙이흙이    묻은묻은묻은묻은    신발로신발로신발로신발로    밟거나밟거나밟거나밟거나    걸어걸어걸어걸어    다니지다니지다니지다니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 . .  

4) 4) 4) 4) 멀티칼라강판을멀티칼라강판을멀티칼라강판을멀티칼라강판을    인테리어용인테리어용인테리어용인테리어용    표면마감재표면마감재표면마감재표면마감재    등등등등    지정된지정된지정된지정된    이외의이외의이외의이외의    용도용도용도용도((((마루재마루재마루재마루재, , , , 옥외옥외옥외옥외    

등등등등) ) ) ) 로로로로    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외부용은외부용은외부용은외부용은    별도별도별도별도    구분하여구분하여구분하여구분하여    발주발주발주발주    및및및및    공급공급공급공급)))) 

5) 5) 5) 5) 인쇄표면은인쇄표면은인쇄표면은인쇄표면은    용접용접용접용접    등등등등    불꽃에불꽃에불꽃에불꽃에    약하므로약하므로약하므로약하므로    표면에표면에표면에표면에    닿지닿지닿지닿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주의주의주의    해해해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6) 6) 6) 6) 금속몰딩금속몰딩금속몰딩금속몰딩    및및및및    절단절단절단절단    시시시시    보호안경보호안경보호안경보호안경, , , , 보호장비보호장비보호장비보호장비    등을등을등을등을    착용하여착용하여착용하여착용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7) 7) 7) 7) 산성계산성계산성계산성계    또는또는또는또는    알칼리계알칼리계알칼리계알칼리계    세제를세제를세제를세제를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경우경우경우경우    인쇄인쇄인쇄인쇄    피막에피막에피막에피막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주어주어주어주어    색상색상색상색상    

변색변색변색변색    이나이나이나이나    인인인인쇄피막쇄피막쇄피막쇄피막    파손파손파손파손    등의등의등의등의    문제가문제가문제가문제가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수수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청소후청소후청소후청소후    즉시즉시즉시즉시    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    

물로물로물로물로    표면에표면에표면에표면에    묻어묻어묻어묻어    있는있는있는있는    세제를세제를세제를세제를    제거해제거해제거해제거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8) 8) 8) 8) 공구류나공구류나공구류나공구류나    기계를기계를기계를기계를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세척할세척할세척할세척할    경우경우경우경우, , , , 피막에피막에피막에피막에    무리를무리를무리를무리를    주어주어주어주어    피막이피막이피막이피막이    파손될파손될파손될파손될    

수수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있으므로    세척시세척시세척시세척시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해해해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6. 6. 6. 6. 제품제품제품제품    보증보증보증보증    사항사항사항사항 

아래아래아래아래    사항에사항에사항에사항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제품제품제품제품    손상손상손상손상    시는시는시는시는    보증사항에서보증사항에서보증사항에서보증사항에서    제외되므로제외되므로제외되므로제외되므로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1) 1) 1) 1) 장기보관장기보관장기보관장기보관(6(6(6(6 개월개월개월개월    이상이상이상이상))))으로으로으로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경시박리로경시박리로경시박리로경시박리로    가공가공가공가공    시에시에시에시에    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    아연박리아연박리아연박리아연박리, , , , 

인쇄인쇄인쇄인쇄    피막피막피막피막    박리박리박리박리, , , ,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전이전이전이전이, , , ,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제거제거제거제거    곤란곤란곤란곤란.... 

----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조기조기조기조기    사용사용사용사용 

2) 2) 2) 2) 보관보관보관보관    시시시시    습기습기습기습기    및및및및    수분수분수분수분    침투로침투로침투로침투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적청적청적청적청, , , , 백청백청백청백청    발생발생발생발생.... 

----    Coil , Sheet Coil , Sheet Coil , Sheet Coil , Sheet 및및및및    가공가공가공가공    상태로상태로상태로상태로    보관시보관시보관시보관시    습기습기습기습기    및및및및    수분수분수분수분    침투에침투에침투에침투에    주의주의주의주의.... 

3) 3) 3) 3) 옥외옥외옥외옥외    보관으로보관으로보관으로보관으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발생한발생한발생한발생한    발청발청발청발청, , , , 피막박리피막박리피막박리피막박리, , , , 변색변색변색변색, , , ,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전이전이전이전이, , , , 

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보호필름    제거제거제거제거    곤란곤란곤란곤란.... 

4) 4) 4) 4) 운송운송운송운송    및및및및    취급취급취급취급    시시시시    발생한발생한발생한발생한    DamageDamageDamageDamage 성성성성    BlockingBlockingBlockingBlocking 

5) 5) 5) 5) 제품제품제품제품    주문용도와주문용도와주문용도와주문용도와    상이한상이한상이한상이한    사용으로사용으로사용으로사용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불량불량불량불량    발생발생발생발생.... 

6) 6) 6) 6) 가공가공가공가공    후후후후    후속공정에서후속공정에서후속공정에서후속공정에서    부적합한부적합한부적합한부적합한    조치로조치로조치로조치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불량불량불량불량    발생발생발생발생((((사전에사전에사전에사전에    확인확인확인확인    과정과정과정과정    

미비미비미비미비) ) ) )  

----    포장지포장지포장지포장지, , , , 테이프테이프테이프테이프, , , , 포장방법포장방법포장방법포장방법    등등등등    사전에사전에사전에사전에    시험시험시험시험    확인확인확인확인    또는또는또는또는    당사에당사에당사에당사에    문의문의문의문의.... 

7) 7) 7) 7) 기타기타기타기타    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    취급취급취급취급    및및및및    보관으로보관으로보관으로보관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손상손상손상손상. . . .  

((((주주주주))))엠씨엠텍엠씨엠텍엠씨엠텍엠씨엠텍 

주소주소주소주소: : : : 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    왜관읍왜관읍왜관읍왜관읍    공단로공단로공단로공단로    2862862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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