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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방지

해양구조물 부식 방지



용도 :  강관파일, 배수갑문, 접안시설, 수처리시설, 탱크, 바스크린, 석유화학시설, 정수장, 터널, 댐

세계유일의수중작업

용도





보유기술 공법명칭 기술개요 및 적용범위

특허
제10-0383445호

용접부 보강된
세라믹코팅
(세라코트)
도장방법

· 철구조물 : 강재교량, 상하수도관, 하수도관 등

· 해양구조물 : 바스크린, 수문, 자켓파일, 해수배관 등

· 콘크리트구조물 : 정수장, 배수지, 침전지 등

· 산업시설물 : 각종설비의 녹방지

특허 및 보유공법

평택 해군 기지 방식 공사 (1993~4년)



GS 칼텍스

고성 하이화력



국제방식전문가 비앤비기술확인

국제방식전문가카발로박사



전문의견서

비앤비 ATOMETAL



충격에약하다? 우려. 영국로이드충격시험결과

1 : 7톤 햄머 사용

2 : 82회 타격

3 : 7.3M 깊이 항타

균열, 벗겨짐 깨짐 없음



영국 로이드선급 / 충격시험검증

충격시험후시편

확인

충격시험 후 시편

확인 :  균열, 박리 없음



강관말뚝부식

기존 TAPE 방식



비앤비 세라코트 수중작업



쿠웨이트 해수/담수화 시설

시공결과



쿠웨이트 성능인증

쿠웨이트 수전력부 해수/담수화 발전소

제목 : 품질 검증된 코팅제의 슈웨이크발전소 적용

비앤비 세라믹코팅제를 쿠웨이트 슈웨이크발전소 트레쉬렉에 적용결과, 매우만족

트레쉬렉 문제점을 빠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준 비앤비에 감사.

비앤비 제품과 기술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쿠웨이트 수전력부 기술총책임자

- 칼리드박사 -



현대중공업기술연구소

용접 결한 수정용 Epoxy putty의

재도장 간격 및 대체 보수제의 유효성 평가

용접결함 수정용 Epoxy putty 재도장 간격 및 대체 보수재의 유효성 평가

① 기존 epoxy putty(Interguard 812, IPK)에 비해 냄새의 자극성이 대폭 완화되었다.

② 용접 결함부에 적용시, 기존 epoxy putty에 비해 작업성이 뛰어나다.

③ 경화제의 점도가 너무 높아 혼합에 어려움이 있다.

④ 가사시간이 너무 짧다 : 듀브 타입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

4. 결 론

현제 당사에서 용접결함 수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epoxy putty(Interguard 812, IPK)와 기타 대체 보
수재들의 상온 및 저온작업 시, 후속도료(KCC, EH2350)와의 부착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엇다.

2) 하절기의 작업조건에서, Ceracoat는 모든 재도장 간격에서의 부착력이 순수 소지표면
과 EH2350 도료간의 부착력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재도장 간격이 30분인 경우 충격
공구를 이용한 Dolly 제거시 보수재의 깨짐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도장 간격이 1시
간 이상인 상온의 작업조건에 있어서는 “Ceracoat”를 적용할 경우, 용접 결함 수정용
보수재로서 소기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07월

4. 결 론

1) 현제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epoxy putty(Interguard 812, IPK)는 25℃의 온도에서 24시간동안
충분한 건조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재 내부에서 박리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제 사용하고 있는 Interguard 812는 용접 결함 수정용 보수재로서 부적합 하다.

3) 동절기의 작업조건에서, “ThistleBond”는 재도장 간격이 1시간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 yard의 작업여건을 고려할 떄 정확히 1시간 후에 후속 도장작업을 수행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박의 프로펠라, 방향타 유체 손상부위 보수

선박 내부 보수

대형선박 추친 프로펠러 마모방지 보수재 개발

2019년 8월 12일



동반
성장

목적 : 설비장수명, 원가절감, 국가경쟁력 확보

비앤비 : 설비부식방지용 세라믹보수/코팅제

시험장소

부착력비교

CERACOAT EPOXY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시험시공

한국가스공사 협력사 인증서



공군 유류탱크

시방서



현대 Oil 송유관

유류 탱크 신설/보수



BNB 공법

건설신기술 의무사용 법령 개정(의무사용및감사면책)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건설신기술활용을촉진)



사우디 아람코 (울산 S-oil) 선박 접안시설 부식

시공 전

시공 후



사우디 아람코 (S-Oil 부두시설)

단면보수

콘크리트 균열보수



시공 전

시공 후



시공 전

일본 해상자위대 긴급보수용 지정

건설 교통성 정비국 등록 : 신기술 명칭

1.  세라믹 보수 공법 (아토메탈 AM-A) 

NETIS 등록번호 N240125

2.  초방식 세라믹 코팅 공법 (아토메탈 AM-C)

NETIS 등록번호 N240125

일본 관서발전소 순환펌프

アトメタル金属補修工法施工前, 施工後写真現場 関西電力、堺港発電所 循環水ポンプ

フランジ面が垂直面でない 直管部食部多い ボルト穴が腐食により機能不能

AM - Aで原型に復元
AM - Aで孔食部構巻
AMーC-Tで全面防食ライニング AM - A で原型に復元、



중국 해군 선박 Ceracoat



노르웨이 선급 (NORSOK) 인증

노르웨이산업표준(M-501), 도장 공정 입회 확인.

도장시스템은 규격 4,200시간 동안 내 노화성, 해수침지, 응극박리 시험

내 노화성 및 해수침지 시험 기준치(8mm) / 음극박리 시험 기준치(20mm) 만족

2019.06.26

2020.01.29



중국선급 영국선급

한국선급



시공 전

표준시방서(BNB공법)

1.일반사항 : 일반 도장 조건과 동일

2.도장재료

1) KS F 4929 품질인증 또는 동등이상 제품

2) Ceramic Coating For Anti-Corrosion 으로 인증 제품

4) NORSOK 국제인증 또는 동등이상 제품

4) 정부 인증 신기술750호 또는 동등이상 제품

80여개 국내·해외 인증서, 60여개 특허·시험성적서 보유



신기술 제 86 호 신기술 제 273 호 신기술 제 750 호

BNB 회사



대통령 표창

해양수산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 장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ISO9001 ISO14001 OHSAS18001 장영실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