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MLOK 238 

 

    238 
Rubber-to-Metal Adhesive 

 

 
개요 

 

Chemlok 238은 같은 종류의 비극성고무, 또는 비극
성고무와 프라이머 CH 205가 도포된 금속 및 경질 
피착체를 접착하도록 설계된, 유연성의 열경화형 접
착제입니다. Chemlok 238은 NR, IR, SBR, BR, CR, 
NBR 특히, IIR과 EPDM의 접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징과 장점 

 

성  능 - Chemlok 238은 IIR이나 EPDM과 같은 비
극성고무를 접착합니다. 
 
만능성 - Chemlok 238은 동종 혹은 이종 고무의 미
가황고무와 가황고무 또는 동종의 가황고무와 가황 
고무를 접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 있
습니다. 
 
 
표면처리 

 

양호한 접착 결과를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표면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일 등은 용제탈지 혹은 
알칼리탈지로 제거합니다. 녹, 때 또는 산화피막은 
적절한 기계적 혹은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제거합니
다. 화학처리는 브라스트 세정에 의해 변형될 수 있
는 금속부품 또는 정밀한 치수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크로메이트 전환처리는 알루미늄에 사용
되고, 인산염처리는 일반적으로 철에 사용되는 화학
처리입니다. 그 외의 특정 피착재의 표면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접착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교반 

 

Chemlok 238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이 침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전이나 사용 중에도 가
능한 한 충분히 교반하여 접착제의 유효성분이 항상 
균일하게 분산된 상태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도포 

 

Chemlok 238은 붓, 침지 또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도 

Chemlok 238의 대표적 물성 

 

조    성 유기 중합물과 무기 중합물을 유기용
제에 용해 분산된 액체 

외    관 불투명 검정 액체 

점    도 200 - 800cps (25℃,B형) 
 45초 (G.E. Zahn Cup No.3) 
비    중 0.900 - 0.948(25℃) 
고 형 분 16.0 - 19.0% 
인 화 점 33℃ (Seta Flash) 
사용용제 Xylene 
희 석 제 Xylene, Toluene 
보존기간 제조 후 1년 (25℃) 
 

*상기 데이터는 대표적인 물성입니다. 
 
포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도포는 Xylene, 침지나 
붓 도포에는 toluene이 적당합니다. 두꺼운 도막이 
요구되는 비극성 고무에 필요한 Chemlok 238의 표
준 건조도막은 10~25㎛입니다. 가황고무의 접착에는 
통상, 25~38㎛의 건조도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Chemlok 238은 가황고무 또는 금속면에 도포
되게 됩니다. 후가황 접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후
가황 접착가이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건조 

 

도포된 접착제의 건조는 상온 30~60분 정도 걸립니
다. 오븐 또는 터널 열풍건조는 60~80℃가 가장 바
람직합니다만, 단시간이면 149℃이하에서 행하여 주
십시오. 최소한의 온도에서 최대한의 풍량은 가장 좋
은 결과를 얻습니다. 
 
 
주의사항 

 

10℃ 이하에서 보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낮은 온도
는 Chemlok 238의 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0℃ 이하의 보관은 겔 구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겔 현상은 Chemlok 238을 20℃ 이상까지 보온하고, 
고속 교반기로 혼합하면 원래의 상태로 됩니다. 이러
한 순서가 지켜지면, Chemlok 238의 접착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