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컷트 크로스는 내구성、내후성에 우수한 점착제를 사용하고 있어

장기간 시간이 흘러도 성능이 유지 됩니다。

・사용기재는 강도가 우수하고 손으로 자를 수 있는 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피착체에 대하여 우수한 접착성을 지니며 점착층에 적당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거친면에 대하여 강력하게 접착합니다。

・저온 시에도 우수한 접착성능을 발휘합니다。

・ＮＹＧ협회 추천품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도 ●　샷시 주변、바닥주변、개구부、기초・토대부 등의 목지방수、방수기밀 용。

●　투습방수 시트의 연결 등 방수용도。

●　２×４패널、단열재의 연결 등 방수용도。

구조
컷트크로스 HB

기재색（핑크）

특징
기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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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건재용 방수기밀 테이프

컷트 크로스 HB 핑크

 KGK CHEMICAL CORPORATION

표면박리처리

아크릴 점착층

PE크로스 기재

항목 단위 단면점착

기재 ＰＥ크로스

기재색

테이프 두께 mm 0.2

피착체

초기 점착력 ＳＵＳ N/25mm 28

상태 점착력 ＳＵＳ N/25mm 30

ＰＥ N/25mm 25

베니어 N/25mm 28

보유력 ＳＵＳ mm 2

품명

HB

핑크



*PET#25 배면타발 피착체：스텐레스

접합 후、24시간 방치

인장속도　300mm/min　180도 Peel

２．사용방법
1)접합하는 재료면에 먼지、기름 등의 오염이나 수분 등을 제거。

2)테이프를 풀 때 지압으로 피착체에 접합합니다。

3)롤러 등으로 충분히 압착 후 세퍼레이터를 박리 합니다。

4)접합한 피착체를 반복하여 균일하게 압착하면 강력한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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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주의
●반드시 상자에 넣어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장소는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그늘지역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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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d 10/18

품명 사이즈 수량/상자

HB 50X20 30R

공동기연화학
〒359-0011

사이타마현도코로자와시미나미나가이 940번지
Tel.+81-4-2944-5151/Fax.+81-4-2944-1396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 -20 0 20 40 60 80 100

점
착
력

N
/
2
5
m

m

온도 ℃

각종 피착체에 대한 온도 별 점착력 컷트 크로스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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