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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zip ColorPatina는 다양한 천연 및 색상 도색 알루

미늄 표면 마감재입니다.

Color Patina는 금속 표면에 나노 다공성 층을 형성하

는 전해 부동태(표면에 보호막을 씌움) 공정에서 생성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염료는 보호막 코팅의 기공에 흡착

되거나 전해 증착 되어 건축 용도에 적합한 색상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표면은 전해(전해질의 용액에 전류

를 통과시키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물질이 분해하는

일) 밀봉됩니다.

이것은 코팅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이 처리는 표면의 미세한 질감만 변화시킬 뿐 표면의

질감 및 대부분 금속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olorPatina 코일은 표준 롤 성

형 작업에 적합합니다.

Kalzip ColorPatina는 내추럴, 골드, 브론즈의 색조로 제공

됩니다.

세 가지 범위는 모두 밀 마감 및 스태코 엠보싱 알루미늄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표 1 참조).

모든 색상 및 색조에는 표준 5µm 두께의 보호막이 씌워

져 있습니다.

표면층의 두께는 색상 등급과 롤 성형의 기계적 성질을 형

성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색상(예: 검은색)은 염료를 수용하기 위해 더 두꺼

운 보호막 표면층이 필요하지만 롤 성형, 커브 또는 접기

작업은 헤어라인 균열과 외관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보호막 처리는 5µm로 제한됩니다.



Kalzip Anodizing “Color Range”

NEOSTECH 보유sample “Color Chart”



Kalzip ColorPatina는 매끄러운 먼지 방지 표면을 제공하

여 긁힘 및 지문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막 두께는 초기 두께와 비교하여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부동태 처리된 표면 마감의 특성은 수년 동안 걸쳐 풍화

된 천연 알루미늄 시트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자연 노후 과정은 풍화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적인 속도로

계속될 것입니다. 염료가 기공에 잠기므로 부식, 접착 실

패, 박리, 기포 또는 균열로 인한 열화가 없어야 합니다.

유기 염료로 인해 금 마감재는 건물의 수명 이 다할 때마

다 점차적으로 발달합니다.

무기 염료를 사용한 브론즈 마감재 중 어느 것도 변색 또

는 황변현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ISO 11341:2004에 따른 1000시간 촉진내후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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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Patina 프로세스는 “Flexal Process"이라고 불립

니다.

매우 독특한 것은 알루미늄 표면을 수정하여 금속 구

조를 변경하지 않고 산화 마감을 가속화하는 연속적

인 인라인 공정입니다.

필요한 색감을 주기 위해 염료가 첨가된다.

굴곡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정은 6단계로



1. Degreasing (유분제거)

디코일링 후 알루미늄 표면은 알칼리성 비누 용액으로 세척

됩니다.

코일을 롤링하며 오일을 제거합니다.

2. Chemical Etching (화학 에칭)

수산화 나트륨의 뜨거운 용액에서 처리하면 알루미늄의 모

든 자연 산화물과 표면 결함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

태 처리를 위해 표면에서 10µm에서 20µm 사이의 제거합니

다.

3. Neutralizing (중화)

에칭 공정은 물로 강하게 헹구면 억제됩니다.

이것은 염기에서 산으로 pH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4. Electrolytic Passivation (전해 부동태화)

알루미늄 표면에 5µm의 보호막이 다시 형성됩니다.

이것은 염료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나노 다공성 미세구조를

생성합니다.

5. Coloring (색상)

색상은 유기 염료(금)의 흡착 또는 금속 염(브론즈)의 전해 착

색에 의해 색상이 공극에 유입됩니다. 이 단계는 내추럴 마감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Sealing (실링)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구멍을 밀봉하여 색소를 표면에 고

정시키기는 것입니다. 이는 부식 방지 및 장기적인 색상 안정

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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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patina 특징

• 산화피막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없음

• 절곡 및 벤딩 시 크랙발생이 없음

• 다양한 색상 구현

• 산화피막 접착력이 뛰어남

• 부식에 강함

• 롤색상과 광택이 일정함



㈜NEOSTECH은 독일 Kalzip사 를 통하여 최상의 품질의 아노다이징 컬러코일 Colorpatina (Anodizing AL.Coil)을 직

수입 하여 국내에 공급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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