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orld’s finest automotive Nano Metal Titanium Coating! 

- Activation period is 8hrs upon mixing with Fusion with Curer, do not use beyond 8hrs. 
- You can coat AQuartz Titanium V3 on the layer coated T-Fusion to get the best water beading effect. 
- The product must not be applied on surfaces contaminated with silicone, oil, polymer Teflon and wax. 

Auto up total protection for your vehicle 

Important: 

Disposal: 

Storage: 
AQuartz T-Fusion can be stored 24 months it is closed and protected from frost, heat and direct sunlight. 

Regard your rules and regulations. 
We do not undertake responsibility or guarantee for a treatment which was not applied as per our recommendations. 
The user of these products is supposed to test the treatment in an area not prominent, prior to applying the products. 
Since the treatment process is outside our influence, any liability of the manufactures cannot be derived. 

- 에이쿼츠  티퓨젼(T-Fusion) 시공 방법 - 

1.만일 차량표면이 거칠거나 스크레치가 많이 있을 때는 컴파운드 광택작업이나  클레이 작업을 권합니다.  

2.차량 샴푸 등으로 세차를 하십시오. 

3. 샴푸의 잔여물을 깨끗이 헹군 뒤 물기를 닦지 말고 동봉된 슈퍼컷을 페인트와 휠에 분사해서 오일, 타르, 

철분 등의 오염 물을 완전 제거하십시오,  신차 때의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슈퍼컷을 물기 있는 표면에 분사해서 물기 있는 극세사로 문질러 주신 후 약 2분 동안 반응을 보신 후   

5.표면에 묻은 슈퍼컷의 잔여물을 말끔히 물로 헹궈 주십시요. 

6.클레이 작업 또는 컴파운드 작업을 하실때 본사의 티타늄 V2를 뿌려 주시면 간편히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의 엨셀러이터로 마무리 광택작업을 하시면 풍부한 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7.광택작업 등으로 인한 오염 물을 극세사로 제거해 주시고, 동봉된 프리로드(PreLoad)를 분사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 프리로드를 표면에 분사하여 깨끗한 극세사로 문질러 

주시면 깨끗이 오염 물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8.반드시 시공 시에는 오일 등 기름기가 없는 깨끗한 극세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1.에이쿼츠의 코팅 제를 사용하시기 전 AQuartz 의 프리로드(PreLoad)을 뿌린 후 극세사로 표면을 
문질러 주신 후 5분 정도 건조 시키십시오. 

2.동봉된 10ml 큐어(Curer) 를 20ml 티퓨전(T-Fusion)의 병에 부어 혼합합니다. – 티퓨전의 캡을 열고 
입구 꼭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분리 시킨 후 큰 주입 구에 10ml 큐어(Curer) 를 완전히 짜 
넣습니다. 

3. 20ml 로 채워진 티퓨전의 주입구를 끼우고 캡을 닫은 후 잘 흔들어 섞어 줍니다. 
4.표면 혹은 화장용 페드나 스폰지 페드에 3~5 방울을 짜면서 떨어뜨려 도포작업을 합니다. 
5.도포면적을 약 1m X 1m 정도로 잡아 빠짐없이 도포한 뒤 2~3분 후 깨끗한 극세사로 빠짐 없이 
문질러 주십시오. 

6.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포 면적을 넓혀 가면서 극세사를 뒤집어 가며 사용하면서 계속 문질러 주세요. 
7.티퓨전은 유리 페인트 등의 표면에 침투하는 나노 소제이므로 가능한 한 많이 문질러 주셔야 높은 
광택과 반영구적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8.차량 전체의 코팅된 면을 둘러보면서 깨끗한 새로운 극세사로 빠진 부분을 문질러 주며 마무리 
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9.유리면도 페인트와 같은 방법으로 코팅해 주시고, 윈도우 브러쉬에도 코팅해 주십시오. 
10.코팅 후 12시간 동안은 절대로 비에 젖거나 코팅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11. 유지관리 :  고압  물 세차만으로도 세척이 가능하지만 심한 오염일 시  중성세제와 극세사를 사용하여 손 세차하십시오. 
12. 세차 시 후  물기를 닦을 때  티타늄 V3로 젖은 극세사에  소량  뿌려 서 닦아주시면 광택과  슬립 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너무 뜨거운 날에는 표면을 식힌 후 실내 그늘진 곳에서 시공하여 주십시오.( 2~30°C). 

+ 코팅은 차량표면에 막을 씌우는 역할을 함으로  코팅 전 신차의 상태처럼 스월, 스크레치 등을  

광택작업으로 완전히 제거하셔야 최고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퓨전 코팅 전 차량외부 상태 확인하기 

You should have to search all exterior surfaces of the vehicle before applying AQuartz Coating.  

- 코팅 하기 위한 준비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