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①기본적인접착성능을 보유한 발포기재의표준양면테이프 입니다。

②금속뿐만 아니라 각종수지에도 양호한 성능을 발휘

③거친면에대한 접착성이 우수합니다。
④보유력이우수 합니다。

용도
성명 플레이트、금속판、플라스틱판등의 일반접착용
플로링의 고정
차량 외장부품의 고정

구조

특수아크릴 점착층

특수발포체

특수아크릴 점착층

특성

１．기본특성

시험방법

점착력

표준상태로 25mm폭으로 절단한 시험체를 피착체（스탠레스）에

2kg롤로 2회 왕복하여접합 후、상온에서 24시간방치。

인장속도300mm/분으로 180도 박리강도를측정 함。

보유력

표준상태에서 25mmX25mm로 절단한 시험체를 피착체（스탠레스）에

2kg롤로 2회 왕복하여접합 함。

표준상태로 40분 방치 후、40℃하에서 하중 １ｋｇ을 걸때의

무게추가떨어지는 시간을 측정（최대 24시간）

#1 Coating Technology in The World
Molecule Gradient Layer (MGL)TM Technology

특수발포체 기재 양면 테이프

241B

KGK
Kyodo  Giken  Kagaku

발포체 기재의 표준

剥離ライナー박리

제품명 색상 두께 점착력 보유력

（mm) (N/25mm) (시간)

241B 흰색 0.7 21 24이상



２．전단 접착력

(mm)

전단강도

표준상태로놓고 １ｃ㎡로 자른점착 테이프의양면에 피

착체를 접합하여 ＪＩＳ 롤로 ２회 왕복압착하여 실온 20분간

양생후의인장전단강도를 측정함。

３．피착체 별 점착력

측정조건

보강재 PET25μm

인장속도 300mm/min

인장각도 180도

측정온도 23℃

접합 후 24시간 이후의 측정 값

10

전단 접착력

피착체 (N/10mmX10mm)

스텐레스 판 85

PVC 65

동판 50

폴리프로필렌 판 51

점착력

박리각도180°

피착체 (N/25mm)

스텐레스 판 21

PVC 21

동판 25

폴리프로필렌 판 16

ABS　판 22



４．점착력의 피착체 별 온도특성

분위기 온도 차이로 SUS 및 알루미늄과의 점착력 변화는 이하와 같습니다。

저온이 될수록 다소 점착력이 하락 함。

알루미늄 쪽이 스탠레스（SUS）보다 점착력이 약한 경향이 있음。

사용 상의 주의

●기술자료는 모두 공동기연화학㈜의 연구실에서 실행한 테스트와 실측값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제품특성은 환경이나 피착체에 따라 크게 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특성 데이터는 참고 값으로 보증 값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전에 이 제품이 사용용도・환경에 적합한가 확인 후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측정은 실온（23℃）하에서 진행된 데이터입니다。저온（5℃이하）의 경우 점착력은 급격히 저하 될 수 있습니다。

보관 주의

●반드시 상자에 넣어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장소는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그늘지역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특히 고온고습 하의(온도30℃이상　습도50%이상 금지）상태에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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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온도（℃）

분위기 온도 변화에 의한 점착력 변화

피착체：SUS

피착체: 

N/25m

공동기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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