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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pplied Coating for
Self-Locking & Self-Sealing Fasteners
Prevailing Torque Type Self-Locking & Self-Sealing Fastener

NasaLok Nylon Patch

NasaLok GP

Reusable

갈바닉 부식방지
Locking 효과

Adjusting 효과

Locking 효과 (90°~180°코팅)

Adjusting 효과 (90°~180°코팅)

Chemical Type Self-Locking Fastener

NasaTite EL

NasaTite & NasaTite EF

소형 스크류

Microspheres®
Scotch-GripTM
Dri-Loc®

Self-Sealing Fastener

NasaSeal

Fluorocarbon Coated Fastener

NasaLM (불소코팅)

Factory Pre-Applied,
Lubricating & Masking

Microspheres®
Scotch-GripTM
Dri-Loc®

LM-1293®

The Most Trusted Name in Self-Locking & Self-Sealing Fasteners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60번길 119 (정왕동 1373) 시화공단 3마 213호 Tel. 031-499-0924 Fax. 031-499-0926
E-mail. info@nasalok.com Homepage. www.NasaLok.com www.GMW14657.com

NasaLok Coating Corporation 은
국내 최초의 볼트, 너트 풀림방지 및
누수/누유방지 코팅전문기업 입니다.

“우리기술로 이루어낸 오랜 역사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반영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볼트, 너트의 풀림방지
및 누유(누수)방지에 앞장서는 나사록코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1985년 9월 한국코팅으로 설립하여,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 중공업, 우주항공 및
각종 산업용기계분야에 풀림방지 및 누수/누유방지 볼트, 너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폴리아마이드(Polyamide) 수지를 나사산 위에 도포하여 풀림방지의 역할을 하면서
수회에서 수십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 나사록 패치 (NasaLok Patch)를 개발하여
거래처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자체설비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비전선별기 및
데스크탑 정량 도포장치의 국내외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오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리오니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saLok Coating Corporation

나사록코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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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도포장치

비전선별기

나사록 패치

NasaLok Patch
NasaLok Patch 는 플라스틱 수지를 볼트와
너트의 표면에 융착하여 진동 및 충격에도
풀리거나(Locking) 기밀성(Sealing)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 입니다.
NasaLok Patch(나사록 패치)는 탄성이 뛰어난 특수
나일론의 수축·복원력을 응용하여, 나일론을 나사산에
융착시킴으로써, 강력한 풀림 및 누수 / 누유방지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접착제 타입제품과는 달리 반복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A/S 분해조립이 필요한 제품에 주로 적용됩니다.

Locking & Sealing & Adjusting

Galvanic 부식방지 (NasaLok GP)

• 나사록 나일론 패치는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사풀림방지
코팅입니다.
• 나일론을 나사위에 특수융착 가공하여 볼트, 너트 조립시 나일론의
탄성력에 의해 볼트, 너트를 고정시킵니다.
• 재사용성이 우수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곳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나사록 가공의 장점
• 수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Pre-Applied Type으로 볼트 체결과 동시에 Locking & Sealing
효과를 발휘합니다.
•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도록 토크 조절이 가능합니다.
Locking 효과

Locking 효과 (90°~180°코팅)

Adjusting 효과

• 나사록 GP는 내열성이 강한 특수 수지를 볼트의 표면 전체에 도포
하여, 볼트표면 일부구간의 내식성을 극대화 합니다.
• 이종 재질이 접촉되더라도 볼트의 갈바닉 부식방지 (10년 내식성)
기능을 발휘합니다.
• 적용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합니다.
• 각종 솔벤트, 알콜, 각종 오일류 등에 저항성이 뛰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 나사록 GP는, 미국 GM사와 미국 ND사가 공동개발한 Thread
Armor GP 정품만을 사용하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갈바닉
부식방지용 코팅제 입니다.
• 갈바닉 (Galvanic) 부식이란, 두 개의 다른 금속이 서로 접촉될 경우
전위차가 발생되며 이것에 의해 금속 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부식이 촉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aling 효과

Adjusting 효과 (90°~180°코팅)
°

Locking & Sealing 효과 (360°코팅)

원재료 소개
NasaLok Patch
주성분
내열온도 (℃)

Galvanic 부식방지(NasaLok GP)

Green, Yellow, White, Sky Blue

Yellow

Polyamide (폴리아마이드 ; 나일론수지)

Polyamide (폴리아마이드 ; 나일론수지)

-56℃ ~ +121℃ / ~180℃ (고온용)

~180℃

적용범위

M1.0 ~ M40 (모든나사)

이종 금속재질 접촉부

내약품성 우수

석유, 오일, 방청유, 연료, 물, 해수,
변압기유, 합성세제, 벤젠

석유, 오일, 방청유, 연료, 물, 해수,
변압기유, 합성세제, 벤젠

용도

승인
구분

Locking & Sealing

갈바닉 부식방지

GM

GM 6189P, GMW16722

도면 승인(적용중)

Ford

ES-382101-S100, ES-378813-S100,
ES-N800688-S100, WA970, ES-21002-S100

-

Chrysler

PF-5144, PF-5461, PF-6157,
PF-4730, PF-5683, PF-5077

-

IFI

IFI-124, IFI-524, IFI-155, IFI-555, IFI-100, IFI-107

-

DIN

DIN 267 Part 28

-

현대/기아

사용중

-

※ 유기용제의 영향 : 통상의 용제에는 내성이 있지만 phenol 과 acetic acids에는 침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asaLok Coating Corporation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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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타이트

NasaTite
NasaTite는 원재료를 볼트 및 너트류에 도포하여, 어떠한 진동 및 충격에도
풀리지 않는 풀림방지나사를 생산하는 나사록의 전통있는 풀림방지 및 누수/
누유방지 상품입니다.
NasaTite(나사타이트) 는 볼트, 너트, 파이프의 나사부에 마이크로 캡슐화된 고반응성 고
분자 접착제를 특수 가공하여 Locking 기능을 갖도록 나사 자체에 고착제를 가공하는 기술
입니다. 현재 현대/기아 자동차,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국내외 대형 자동차업계에서
널리 승인된 원재료를 볼트류에 적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의 풀림방지 볼트
및 누수/누유방지 볼트를 생산하는 나사록의 전통있는 상품입니다.

고착원리

나사타이트 가공의 장점
• Pre-Applied Type으로 볼트 체결 후, Locking & Sealing 효과를 발휘합니다.
• 보관수명이 우수하여, 코팅가공후 보관 조건에 따라 1년~4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씰링기능이 우수하여 420kg/cm2 의 수압, 가스압도 견디어냅니다.
• 20~70μm의 마이크로캡슐은 소형나사에 적용하여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M1∼M50까지의 대다수 나사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에폭시 수지인 ND Microspheres와 3M Scotch Grip 2353, 2510은 그 특성인
고착력과 더불어 내진동, 내충격, 내GAS성, 내열성 등에 우수한 특성을 발휘합니다.

Microencapsulated adhesive

• 국제규격 IFI-125, IFI-525를 만족합니다.
※ 일부의 경우 볼트, 너트 체결전 표면에 약간의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염려사항이 아닙니다.
※ 백화현상관련 별도문의바랍니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Image

원재료 소개 : 일반용

NasaLok Coating Corporation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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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소개 : 고온용

(-55℃ ~ 120℃)

ND Microspheres

3M Scotch-Grip

제조사

(-55℃ ~ 150℃)

ND Microspheres

3M Scotch-Grip

종류

593S

593S

2353

4488

종류

1193S(N)

1193S(LE ; 저분진)

2510R

2510

색상

Blue

Yellow

Blue

Yellow

색상

Orange
Neutral

Orange
Blue

Orange

Neutral

주성분

Epoxy

Epoxy

Epoxy

Epoxy

주성분

Epoxy

Epoxy

Epoxy

Epoxy

내열온도 (℃)

-54~+116

-54~+116

-54~+116

-54~+116

내열온도 (℃)

-54~+177

-54~+177

-54~+149

-54~+149

최종 경화시간

72 시간

72 시간

72 시간

72 시간

최종 경화시간

72 시간

72 시간

72 시간

72 시간

승인
구분

GM

GMW14657 Grade B,
GM6175M

GMW14657 Grade B,
GM6175M

Ford

ESS-M11P24-A1/A2,
WSS-M11P45-A1

ESA-M2G200-A,
WSS-M11P45-A1

Chrysler

PF-6616, MS-CC76

IFI

IFI-125, 525

현대/기아

-

MS 721-39 (E종)

GM

GM6175M

GM6193M

Ford

ESS-M11P24-A1/A2

ESB-M2G200-B,
ESS-M11P24-A1/A2

PF-6616, MS-CC76

Chrysler

PF-6616, MS-CC76 (Type A, C)

PF-6616, MS-CC76 (Type C)

IFI-125, 525

IFI

IFI-125, 525

승인
구분

현대/기아 MS 721-39 (D종)

※ www.GMW14657.com 참고.

사용중

IFI-125, 525
-

F종

나사타이트 LE

NasaTite LE
나사타이트 LE 가공의 장점
• 체결저항이 낮고 체결시 밀려나오는 원재료를 최소화한 NasaTite
LE 제품도 적용가능합니다.
(단, 소형제품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조사

ND Microspheres

수지 시스템

1193S (LE ; 저분진)

색상

Orange / Blue

내열온도 (℃)

-54 ~ +177 ℃

최종 경화시간
승인
구분

72시간

IFI

IFI-125, 525

현대 / 기아

도면승인 (적용중)

나사타이트 소형스크류

NasaTite EL
NasaTite EL(일렉트로-록)은 소형 스크류에 적용가능 하도록 설계된
풀림방지 및 누수/누유방지 제품으로, 친환경(Low Halogen)으로
개발되어 전자기기 및 전장제품에 적용가능한 상품입니다.
NasaTite EL(나사타이트 EL)은 소형 스크류의 나사부에 마이크로 캡슐화된
고반응성 고분자 접착제를 특수 가공하여 Locking 기능을 갖도록 나사 자체에
고착제를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NasaTite
제품의 신규 상품으로 의료기기 및 소형전자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괴토크 시험 데이터

• Pre-Applied Type으로 볼트 체결 후, Locking & Sealing 효과를
발휘합니다.
• 저(低) 할로겐(Halogen)으로 개발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는 전자기기 및 전장제품에 적용가능합니다
• 소형스크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로캡슐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 패치제품에 비해 초기풀림방지 효과가 우수합니다.
체결토크

0.022 N·m

파괴토크

1.1 N·m

풀림토크

1.0 N·m

내열온도 (℃)

-54 ~ +150 ℃

최종 경화시간

72시간

1.400

1.200

Breakaway Torque (N·m)

나사타이트 EL 가공의 장점

1.000
Zn/Plain

0.800
Plain/Plain

0.600
IFI Requirement

0.400

0.200

0.000

M3

※ M4 × 0.7 zinc finish bolts and M4 × 0.7 zinc nuts 를 대상으로 실험한 데이터
1.400

1.000
Zn/Plain

0.800
Plain/Plain

0.600

0.400

0.200

0.000

M4

NasaLok Coating Corporation

Breakaway Torque (N·m)

1.200

나사타이트 EL 가공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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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타이트 토크텐션 안정용

NasaTite TA

NasaTite TA-Series는 고객의 요구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저 마찰계수
원재료를 볼트 및 너트류에 도포하여, 진동 및 충격에도 풀리지 않는 풀림방지
나사를 생산하는 나사록의 Torque 안정용 상품입니다.
NasaTite TA-Series(나사타이트 TA 시리즈)는 볼트, 너트, 파이프의 나사부에 마이크로
캡슐화된 저 마찰계수 접착제를 특수가공하여 Locking 기능을 갖도록 나사자체에 고착제를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볼트와 너트 자체의 마찰력으로 인한 토크(Torque)의 손실이 생성
될 때, 나사산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안정화하고 제품간 체결력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풀림방지 볼트 및 누유방지 볼트를 생산하는 나사록의 노력입니다.

k 값 (k value) 마찰계수

0.11

0.24

Stainless Steel

0.22

0.17

Zinc Plated Steel

0.18

0.16

실온에서 24시간

실온에서 24시간

실온에서 24시간

K값

0.14

0.26

0.18

재조정 가능시간

5분

5분

5분

체결값 (in. lbs)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파괴값 (in. lbs)

130

200

175

GM6175M
GM6194M
GME00151
GMW14657 Grade B&C

GM6124M
GMW14657
Grade A&B&C
GMW14657
Type MKL

WX-200
ESS-M11P24-A2

※ 재조정 가능시간이 짧을수록 경화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나사체결 후 수분만 지나도 공구를 사용해야 분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체결력을 갖습니다.

8000 8000

최종 경화시간

BOLT TENSION - LBS

OILY STEEL WITH FASTENER ADHESIVE
SCATTER ENVELOPE
OILY STEEL WITH FASTENER ADHESIVE
SCATTER ENVELOPE

35
30
35

14

OILY STEEL
SCATTER ENVELOPE

14

OILY STEEL
SCATTER ENVELOPE

0.

25
30

K-

20
25
15
20

0.

K-

10
15

1

0.1

K-

1

0.1

K-

5
10
0
5
0

BOLT TENSION - LBS
BOLT TENSION - LBS

8000 8000

고강도 고온용
+
토르크텐션 조절용

7000 7000

고강도 고온용

7000 7000

저강도

6000 6000

용도

BOLT TENSION - LBS

6000 6000

-50 ~ +200

0

5000 5000

-50 ~ +200

5
0

5000 5000

-50 ~ +150

10
5

4000 4000

내열온도(℃)

LOW FRICTION VALUE

4000 4000

Acrylate

10
15

3000 3000

Acrylate

REOILED
20W
LOW FRICTION VALUE

17

Acrylate

20
15

0.

주성분

PHOSPHATED
AND OILED

REOILED
20W

25
20

K-

Turquoise(청록)

25
30

17

Red

SOLVENT
CLEANED

35
30

PHOSPHATED
AND OILED

GREASE

0.

Yellow

GREASE

SOLVENT
CLEANED

35

K-

색상

Cleaned

※ 제품별로 k 값의 차이가 존재하며, 동일제품 내 k 값 편차가 적을수록
높은 축력으로 안정된 체결이 가능함.

3000 3000

TA 850

ESS-M11P24A1/A2

0.13

2000 2000

TA 800

Ford

0.2

Phosphated Steel

2000 2000

NasaLok Coa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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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300

승인
구분

0.14

1000 1000

ND Microspheres TA-Series

종류

GM

Adhesive

0.15

TOROUE
- FT/LBS
TOROUE
- FT/LBS

원재료 소개
제조사 / 상표

Oil
Steel Fastener

TOROUE
- FT/LBS
TOROUE
- FT/LBS

• 일반 공구로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체결 토크를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5분내에 충분한 고착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경화시간을 보이며, 24시간 이내에 완전경화가 이루어집니다.
• 다양한 사이즈, 형상, 재질은 물론, 현존하는 대다수의 도금사양
에서 성능 변화없이 안정화된 기능을 발휘합니다.
• 도포후 건냉한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체결후 경화가 진행된 후에는 오일, 가솔린, 물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풀림방지 성능 변화가 없습니다.
• 적용부위 및 사용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추천하여 드립니다.
- TA300 : 저강도
- TA800 : 고온 고강도
- TA850 : 고온 고강도 + 토크텐션 편차 안정용 (축력 효율 극대)

1000 1000

나사타이트 TA의 장점

나사타이트 환경친화

NasaTite EF
NasaTite EF는 친환경 원재료를 볼트 및 너트류에 도포하여, 어떠한
진동 및 충격에도 풀리지 않는 풀림방지나사를 생산하는 나사록의
환경친화 상품입니다.

NasaTite EF (나사타이트 EF) 는 볼트, 너트, 파이프의 나사부에 마이크로
캡슐화된 고반응성 고분자 접착제를 특수가공하여 Locking 기능을 갖도록
나사자체에 고착제를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현대/기아 자동차,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국내외 대형 자동차업계에서 널리 승인된 원재료를
볼트 및 너트류에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나사록의 노력입니다.

고착원리

나사타이트 EF 가공의 장점
• Pre-Applied Type으로 볼트 체결 후 Locking & Sealing 효과를 발휘
합니다.
마이크로캡슐화한 반응개시제

• 자동차에 적용되는 각종 오일 및 부동액 등의 저항성이 우수하여, 내화학성
을 요구하는 부위에서 강한 고착력을 발휘합니다.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 NasaTite EF는 특히 고온의 환경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설계된 접착제를

액상의 혐기성접착제

사용합니다.
• 윤활성이 우수하여 체결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사록에서 사용하는 Henkel사의 Loctite Dri-Loc 및 ND
사의 Microspheres는 종래형의 마이크로캡슐 타입과는
전혀 다른 액상의 혐기성접착제를 아주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중에 봉입하여 캡슐화한 특수기술로 드라이 코팅 가공
을 한 제품입니다.

제조사/상표

측면에서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 국제규격 IFI-125, IFI-525를 만족합니다.

원재료 소개 : 고온용II (-54℃ ~ 200℃)

(-54℃ ~ 150℃)

ND Microspheres Acrylic Series

Loctite Dri-Loc

제조사/상표

ND Acrylic Series

종류

AA0695(6)

AA0895(6)

AA1095(6)

200

204

종류

AA0795(AA0796)

201

색상

Yellow

Green

Red

Yellow

Red

색상

Yellow

Yellow

주성분

Meth Acrylate

Meth Acrylate

내열온도 (℃)

-54 ~ +200

-54 ~ +204

사용구분

고강도

고강도

최종 경화시간

72 시간

72 시간

고강도

IFI

중강도

고강도

고강도

고강도
72 시간

72 시간

최종 경화시간
Ford

-54 ~ +150

-54 ~ +150

내열온도 (℃)
사용구분

Meth Acrylate

Meth Acrylate

주성분

승인
구분

• Pre-Applied Type으로 조립현장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 시간, 비용적

ESE-M2G260-A1 ESE-M2G260-A3 WSK-M2G354-A6 ES-2007-S100

IFI-125, 525

IFI-125, 525

IFI-125, 525

현대/기아

※ Microspheres AA1195(6) : GMW14657 Grade A

IFI-125, 525

ES-2007-S100

GM

IFI-125, 525

MS 721-39 (D종) MS 721-39 (D종)

승인
구분

Loctite Dri-Loc

GMW14657 Grade B&C GMW14657 Grade B&C,
GM 6194M
GM 6194M

Ford

ESE-M2G260-A2,
WSK-M2G354-A3,
ESS-M11P24-A2

ESE-M2G260-A2,
WSK-M2G354-A3

Chrysler

PF-6616,
MS-CC76 (Type A, C)

PF-6616,
MS-CC76 (Type A, C)

IFI

IFI-125, 525

IFI-125, 525

※ www.GMW14657.com 참고.

NasaLok Coating Corporation

원재료 소개 : 고온용I

• 수용성 수지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세척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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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씰 익스팬더씰(락)

Expand-A-Seal (Lock)
NasaSeal Expand-A-Seal은 독특한 팽창형 원재료를 볼트 및 너트류에
도포하여, 나사산과 나사산사이의 공간을 완벽히 메움으로써 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을 방지하고, 동시에 누수/누유의 밀봉효과를 발휘하는 나사록의 신개념
상품입니다.
NasaSeal Expand-A-Seal(나사씰 익스팬더씰)은 온도저항성과 화학물질 저항성이
높은 마이크로캡슐화된 원재료를 가공하여 체결시 20%~50% 팽창하는 기능으로 나사산
간격을 밀봉 및 고착하는 기술입니다. 일반 볼트 및 너트는 물론 테이퍼 플러그에도 적용
하여, 볼트와 너트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흔들림 및 용액의 침투를 막아, 풀림방지 성능과
누수/누유방지 성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나사록의 노력입니다.

Expand-A-Seal(Lock)의 장점

팽창의 효과

• 일반 공구로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체결 토크를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15분내에 충분한 고착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경화
시간을 보이며, 24시간 이내에 완전경화가 이루어집니다.
• 풀림방지 기능과 기밀성 유지를 위한 씰링기능을 동시에 발휘합니다.
• 체결시 나사산 사이의 마찰에 의해 Expand-A-Seal내 캡슐이 파괴되면서,
Expand-A-Seal은 20%~50% 팽창하여 틈새 및 나사산 간격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 불완전 체결된 볼트와 너트사이의 간격 또한 Expand-A-Seal이 완벽히
밀봉하여 드립니다.
• 115 psi (793 kPa)까지 기밀성을 발휘합니다.
• 체결후 경화가 진행된 후에는, 물은 물론 오일, 가솔린, 염수, 산, 각종
솔벤트 외부 환경적/물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다양한 사이즈, 형상, 재질은 물론, 현존하는 대다수의 도금사양에서 성능
변화없이 안정화된 기능을 발휘합니다.
• 도포후 건냉한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레진 캡슐과 팽창 캡슐이 반응하여 부풀어 오르며, 하드너와
반응하여 씰링기능 및 풀림방지 기능을 발휘합니다.

원재료 소개
제조사 / 상표

NasaLok Coating Corporation

Green

주성분

Synthetic Resin

내열온도(℃)

-54 ~ 150

사용구분

고강력 Sealing 및 중고강도 풀림방지 Locking

최종 경화시간

24시간

재조정 가능시간

10~15분

내압성능

115 PSI (793 kPa)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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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Industries / Expand-A-Seal ES0105

색상

엔진오일

Pass (150℃)

브레이크 오일

Pass (150℃)

미션오일

Pass (150℃)

부동액

Pass (120℃)

가솔린/디젤

Pass (25℃)

※ 캡슐파괴에 의한 화학반응 후, ND Expand-A-Seal 은
20~50% 팽창함.

※ 재조정 가능시간이 짧을수록 경화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규격 소개
※ 규격번호 : GM 9986339
※ Preapplied Expanding Sealant for Threaded Fasteners
(나사산 도포용 팽창형 씰란트 관련 규격)

※ 팽창된 Expand-A-Seal은 나사산 사이 틈새를 완벽히 차단
합니다.
※ 씰링기능을 요하는 엔진용 플러그, 각종 콕(cock ; 마개),
압력용기, 냉각밸브용 컨넥터, 에어 배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 및 각종 자동차 용액 배관에 사용됩니다.

바이브라 타이트 VC-3

Vibra-TITE VC-3
미국 ND사의 Vibra-TITE(바이브라 타이트)는 NasaTite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혐기성 볼트고정제에서부터 NasaLok Patch의 조정능력을 갖춘 VC-3
Original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
으로 생산됩니다.

Vibra-TITE VC-3의 장점
• 신속한 건조 : 수분이내에 체결가능한 품질이 확보됩니다.
• 다양한 적용성 I : 재질 및 피막사양에 대한 성능변화가 없습니다.
(철, 비철금속은 물론, 플라스틱 볼트에도 적용가능합니다.)
• 다양한 적용성 II : 안경테 스크류에서부터 대형 건설용 자재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적용가능합니다.
• 사용자 편리성 : 별도의 설비없이 직접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30cc
또는 250cc VC-3로 공급가능하며, 제조공장에서 대량생산 코팅 또한
가능합니다.
• 보관용이성 : 도포후 사용전까지 반영구적으로 보관가능합니다.
• 재사용성 및 조정능력 : 일반공구로 분해조립이 가능하며, 체결후 조정을
위해 재조립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격
MILITARY
• Lockheed Martin : 11663357, CAGE # 18876, P5407,
507-13-410, P5407, P5407-1
• General Dynamics : 13233419
• Harris Corporation : DWG. P30-0013
• National Stock Number : 8030-00-163-5792
• Naval Sea Sys Comm : 5174855
• Raytheon : DWG. 998730
• US Army Missile Comm : P5407-1, MIS-28867A
• US Air Force : #19207
• US Army Tank Automotive Command GD : #11663357

OEM
• Allied Signal : PCS5618, EMS73314
• Atlanta Research : SP 10234
• Delphi : 00047127
• Detroit Diesel : 9S244
• Grumman Aerospace : GF105VP
• Leco Corporation : 764-709
• Meritor (Rockwell) : 005-2308-010

원재료 소개
제조사 / 상표

ND Industries Vibra-TITE VC-3

색상

Red

재질

탄성 플라스틱

내열온도(℃)

-54~74

재사용성

5회 이상

사용구분

조정용 (NasaLok Patch 상응제품으로 사용가능)

토크

NasaTite제품과 달리 BAT(파괴토크)는
측정되지 않으며, NasaLok Patch와 같이
BLT(풀림토크)만 측정됨.

사용자 작업
절차

① 세척 : 볼트 및 너트의 오일, 절삭유, 이물질
등을 제거합니다.
② 도포I : 볼트 직경의 1배~1.5배로 도포합니다.
③ 도포II : 나사산의 30~50%를 채우도록 도포
합니다.
④ 건조 : 수초이내에 표면건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용대기)
⑤ 건조 : 수분이내에 완전건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용가능)
⑥ 사용 : 5회이상 사용가능하나, 재사용전 반드시
외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NasaLok Coating Corporation

Vibra-TITE VC-3 Original 제품은 NasaTite
제품 및 일반 혐기성 나사고정제 제품과 달리,
점성을 통한 마찰효과를 이용한 풀림방지 및
누수/누유방지 제품입니다.

• Anaerobic Threadlockers (NasaTite 상응)
• Vibra-TITE® VC-3TM Threadmate (NasaLok Patch 상응)
• Thread Sealing (NasaSeal 상응)
• Retaining
• Liquid Gasketing
• Anti-Seize Lubricants (NasaTT 상응)
• Cyanoacrylates
• Light Cure Adhesives
• Structural Adhe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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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핏

NasaFit
NasaFit은 볼트 체결전 부품의 정해진 위치에 정착되어, 부품 조립시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나사록의 볼트 임시고정 상품입니다.

NasaFit (나사핏)은 탄력이 강한 소재의 특수 정착제를 볼트에 가공하여, 조립과정 전
또는 조립중에 화스너와 다른 부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유지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켜드립니다.
NasaFit은 화스너에 부속 부착물 (Washer, Bush등) 을 결합 A’SSY화하여 조립과정중의
손실을 방지하고 조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NasaFit의 장점

임시고정 원리

• 사용자가 조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패스너의 정위치를 유지해줍니다.
• 부속 부착물을 결합함으로서 부품의 수가 감소하고 조립과정의
속도를 향상시켜 드립니다.
• 2개 이상의 부속 별개부품(Washer, Bush등)을 단일부품으로
A’SSY화하여 하나의 부품으로 구성되므로 조립과정중의 손실
방지는 물론, 조립성을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보관 공간과 재고부담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NasaFit으로
가조립되어 공급됨으로써 공정수를 줄여 사용자의
•
시간과 비용은 물론, 다수 부품관리로 인한 피로를 줄일수 있습니다.
• NasaFit으로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관련규격 : GMW3666 - Fastener Assembly Aid

나사씰

NasaSeal
NasaSeal 은 최고의 원재료를 볼트 및 파이프의 나사산에 도포하여, 어떠한
진동 및 충격에도 기밀성(Sealing)을 유지하는 누수 및 누유방지 제품의 씰링용
상품입니다.
NasaSeal (나사씰) 은 자동차용 각종 용액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고온에 대한 내열성 및
고압에 대한 내압성이 높은 수용성 원재료를 볼트 및 파이프의 나사산에 적용하여, 강한
씰링효과를 발휘하도록 특수 가공된 나사록의 씰링용 상품입니다. NasaSeal 은 NasaTite
제품보다 강력한 씰링효과를 보이는 씰링전용 상품으로써, 환경친화 제품으로 제작되어
누수 및 누유방지 제품으로 직접 사용해도 해롭지 않습니다.

NasaLok Coating Corporation

나사씰 가공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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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Applied Type으로 볼트 체결과 동시에 강한 수압 및 가스압
에서도 Sealing 효과를 발휘합니다.
• 식염수, 염소, 산성류, 알칼리성류 등에 의한 부식 저항성이 뛰어나
각종 대기가스 및 부탄, 프로판, 모터용 용액 및 화학 솔벤트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진동중에도 자립성이 강해 NasaSeal 작업된 나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 온도저항성이 강하여 적용 온도 범위가 넓습니다.
• 각종 누유 및 누수 연결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도 해롭지 않으며,
불가연성 제품입니다.

원재료 소개
제조사

ND

3M

Loctite

종류

ST-3-Series

Scotch-Grip 4291

Vibra-Seal 503

색상

White

White

White

주성분

Acrylate

Acrylate

Acrylate

내열온도 (℃)

180

149

150

용도

Sealing

Sealing

Sealing

승인
구분

GM

9985473, 9985490

9985490

9985473

Ford

WSK-M4G328-A

WSS-M18P12-A

WSK-M4G328-A2

MS-CD16

MS-CD914 (A)

Chrysler MS-CD16, MS-CD914

※ 코팅 후, 볼트 외관에 기름성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성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소코팅

NasaLM
NasaLM은 Teflon® type 원재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ND LM1293을 이용하여
볼트 또는 너트를 불소코팅함으로써, 부식방지는 물론, 용접시 용접비산물이
들러붙지 않게하며, 전착 도장액이 볼트 및 너트류에 융착되어 작업시 지장을
주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나사록의 불소코팅상품입니다.
용접비산물(용접스패터) 제거작업 및 도장제거작업이 불필요하여 제조공정이 단축되며,
작업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원가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NasaLM은 작업자
친화적으로 개발되어 Lubricating 및 Masking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사LM 가공의 장점

원재료 소개

• 철금속은 물론 비철금속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내용제성, 내고온성을 보입니다.
• 일정한 체결력을 확보하면서, 나사를 윤활시키는 작용을 하여,
장기간의 런다운에 있어서 구동 마찰, 열형성 및 나사의 마모를
감소시켜줍니다.
• 특유의 윤활작용은 현장에서의 작업속도를 향상시켜 드립니다.
• 전착도장된 언더코팅, 용접 스패터 및 패스너 나사부에 접착하는
이물질을 방지합니다.
• 나사에 손상을 가하거나 변색방지를 위해 저온으로 작업하는
특수한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ND Industries

제조사

LM 1293

종류

Pale Yellow, Green

색상

Poly (Tetrafluoroethylene) (PTFE) (Teflon® 형식 재질)

주성분

-54 ℃ ~ +204 ℃

내열온도 (℃)
용도

Lubricating & Masking

K값

(ASTM D5648-01) : 0.14 (typical value)
(ASTM D5402-93 (99)) : 150 double MEK rubs

내용제성
승인
구분

GM

GM 6076M, GMW15822

Ford

WSS-M21P27-A3

Chrysler

PS-8542

※ k값 : 3/8”x 16 x 11/4” dry zinc phosphate coated steel nuts and bolts 를
대상으로 실험한 데이터.

에폭시록

Epoxy-Lock
Epoxy-Lock은 미국내 패스너 코팅업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ND
Industries사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여 적용중인 차세대
볼트•너트 풀림방지 제품입니다.
Epoxy-Lock (에폭시록)은 미국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패스너 코팅업체 ND Industries
사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에폭시계 Locking 상품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패스너업계 선진국에서는 ND에서 생산하는 Epoxy를 바탕으로 한 볼트 풀림방지
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그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Epoxy-Lock은 국내외 고객으로 하여금 차세대 풀림방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팅공정이므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 재질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암나사와 수나사가 어긋나게 체결되는
현상이 없기에, 나사의 초기 체결구간에도 코팅할 수 있습니다.
• 나사의 재질이나 표면처리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가능하여
플라스틱 재질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속에만 적용가능한 기존 접착제의 최대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접착제가 표면 막 안에 액상으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혼합되므로
체결 시 분진 발생이 적습니다.
• 경화후에는 망상 분자구조를 형성하여 각종 외부 물질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 액상 나사 고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국제규격 IFI-125, IFI-525를 만족합니다.

원재료 소개
제조사

ND Industries

색상

Orange

체결 토크
내열온도 (℃)

승인
구분

최저
-54 ℃ ~ +200 ℃

용도

고강도 고온용

최종 경화시간

실온에서 72시간

GM

GMW14657 Grade B & C, GM6175M, GM6194M

Ford

ES-20007-S100, ES20010-S100,
ESS-M11P24-A1, ESS-M11P24-A2

Chrysler

PF-6616, MS-CC-76

IFI

IFI-125, IFI-525

NasaLok Coa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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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pplied Coating for
Self-Locking & Self-Sealing Fasteners
체결

The Most Trusted Name in Self-Locking & Self-Sealing Fasteners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60번길 119 (우 : 15112)
(정왕동 1373) 시화공단 3마 213호
Tel. 031-499-0924 Fax. 031-499-0926
E-mail. info@nasalok.com Homepage. www.NasaLok.com www.GMW14657.com

* ND, ND Microspheres, ND ST-3, ND LM-1293, ND Epoxy-Lock, ND Expand-A-Seal, ND Thread Armor, Vibra-TITE, ND Industries는 미국 ND사의 등록상표입니다.
* 3M, Scotch-Grip 은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 의 등록상표입니다.
* Loctite, Vibra-Seal, Dri-Loc 은 Henkel Corporation 의 등록상표입니다.
* TEFLON 은 EI. DuPont DeNemours & Co. 의 등록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