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XCO Pump Primer 콘크리트용 펌프카 유도제
※개          요
● NEXCO Pump Primer는 콘크리트 타설 초기에 펌프카 배관의 윤활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시멘트 또는

● 200g이상/pack, 50pack/Pail

   들어가도록 펌프카를 작동한다.

5. 초기에 배출된 NEXCO Pump Primer 용액은 용기에 받아 폐기한다.

※주 의 사 항
1. 피부 또는 눈에 접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은 후 의료처방을 받도록 한다.

2. 흡입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처방을 받도록 한다.

3. 섭취시 토하게 하지말고 물이나 우유를 여러잔 마시게 한 후 즉시 의료처방을 받도록 한다.

4. 건조, 시원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열과 발화 위험이 있는 곳을 피해 보관한다.

5. 산(acid)과 같은 위험물이 있는 곳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연     혁

※포 장 단 위

   - 펌프카 배관길이 40㎡이상이면 NEXCO Pump Primer 2봉으로 만든 20ℓ 2통

2. 5분 정도 경과하면 NEXCO Pump Primer 용액이 활성화되어 미끈미끈한 용액이 된다.

   (이때 용액에 미 반응한 덩어리가 있으면 콘크리트의 이상 응결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3. NEXCO Pump Primer 용액을 콘크리트 펌프카의 투입구에 투입한다.

   (먼저 호퍼 안에서 2~3회 스트로크 시켜 용액을 펌프 속으로 밀어 넣는다.)

4. 레미콘을 펌프카 호퍼위 한쪽에 천천히 넣으면서 NEXCO Pump Primer 용액이 먼저 펌프카 실린에 

※사용 설명서
1. 20ℓ용기에 NEXCO Pump Primer 1봉지를 넣고 물을 부어주고, 분말이 완전히 용해될 수 있도록 

   잘 저어준다.

   - 펌프카 배관길이 40㎡이하이면 NEXCO Pump Primer 1봉으로 만든 20ℓ 1통

3. 즉석에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하고, 물에 잘 용해된다.

4. 펌프카나 펌핑장비에 쉽게 투입할 수 있다.

5. 펌핑장비의 마찰력과 압력을 저하시켜 마모를 감소시키고 파이프내의 압력을 감소 시킨다.

6. 페기물 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환경 친화적 제품이다.

   몰탈이 구조체 내부에 유입될 경우 에는 강도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와 버릴 경우 환경 폐기물 처리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 펌프 프라이머인 NEXCO Pump Primer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우수한 품질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다.

※특          성
1. 고가의 몰탈을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2. 200g 비닐팩으로 포장 되어 취급이 용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