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DATA SHEET –

DOLPHON CB-1109/785-D
이액형 플랙시블 폴리 부타디엔 레진
제품 설명
DOLPHON CB-1109/785-D 는 특별하고, 유연성 좋은 레진 제품입니다. 실리콘, 우레탄 및
에폭시 레진의 대체품으로, 포팅, 캐스팅 및 코팅 등등 유연성이 필요한 전기 전자 장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DOLPHON CB-1109/785-D 의 이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

유연성
열 충격 저항성 – 30 회 이상 순환 사이클 통과 (Oliphant washer test)
매우 낮은 투습성
탁월한 전기적 성능 – 온도 범위 내에서 최소 변화
부속 수리 가능
수분/습기에 안정적
최대 120 도에서도 매우 낮은 수축성을 보임
쉬운 혼합 및 도포 (수동 및 자동 토출 가능)
상온 경화 (두껍거나 얇은 피막 가능) – 충격 완화 보호막으로 사용 가능
낮은 점도
탁월한 접착 성능
훌륭한 화학 및 마모 저항성 – 탈지 솔벤트 저항성 지님
낮은 발열 반응

추천 사용 범위
변압기
증폭기
파워 서플라이
접지 고장 단속기
전자 회로기판

모듈
센서
계전기
코일
페라이트 자심

커넥터
정선 박스
이음새 마감
케이블 보수
모터

제품 특성
제품 스펙

색상
비중 @ 25°C
점도.Brookfield RVT / 25°
경화시간@25°C(77°F)
겔 상태 시간 / 25°C/ 120 grams mix
혼합 비율 (무게)
혼합 비율 (부피)

CB-1109/785-D
검정
1100±30 gr/lt
4500 - 5500 cPs
100
100

RE 2018-4
어두운 엠버
1090±30 gr/lt
700 – 120 cPs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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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검정
1090±30 gr/lt
3000 - 4000 cPs
24 hours
20 - 30 min

물리적 성능
경도, Shore “A” (After 24h @ 77°F (25°C))
열 팽창 계수 (ASTM D3386)
인장강도 (ISO R 527)
연신율 (ISO R 527)
선수축 한계 (after curing 48 hours @ 120°C)
열 충격 저항성 – (Oliphant washer test)
저온 유연성
열 전도율
유리 전이 온도 (DSC)

35 – 45
235 µm/m°C
6 - 7 MPa
200%
0.02%
30 순환 사이클 통과 -40 ~ +155°C
- 40 도
0.40 – 0.42 W/m°K
< -50°C

전기적 성능
유전율/25°C/50Hz (ASTM D-150)
손실계수/25°C/50Hz (ASTM D-150)
절연 강도 (ASTM D-149)
부피 저항성, ASTM D257, ohm/cm
표면 저항성, ASTM D-257, ohms

3.55
0.025
700 volts/25 µ
15
> 10
15
> 10

제품 적용
해당 레진은 수동 또는 자동 장비를 이용하여 손쉽게 혼합 및 토출이 가능합니다. 자동 디스펜싱
장비를 이용할 시, 해당 레진을 35-45 도까지 예열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합비율은
무게로 측정하였을 때, 레진 100 이며, 경화제는 15 비율로 혼합합니다. 레진과 경화제 혼합 시,
대기 중 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이 저어줍니다. 혼합 할 때에 용기 바닥 및 옆면까지 골고루
섞어 줍니다. 제품 내에 기포가 항상 남을 경우, 진공 탱크(5-10 mbar)를 이용하여 제품 내의
기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 부품은 좋은 접착력을 위해 윤활제나 기타 먼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한 후
적용합니다.
경화 공정
20 도에서 2-4 시간 방치 후, 24 시간 안에 완벽히 경화됩니다. 최종 경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초
경화 후 65 도에서 4 시간가량 열경화 시킵니다.
보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레진과 경화제를 과도한 수분으로부터 보호하시오. 레진의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30 도에서 보관 시, 12 개월이며, 경화제 또한 최대 30 도에서 12 개월 보관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제품과 관련된 모든 문구, 기술 정보 및 권장사항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확성 또는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자는 해당 제품이 적용할 품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품 사용과 연관된 모든 손해 및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므로 발생하는 상해, 손실 또는 손상, 직 간접적 영향, 예상치 못한 사용에 의한 문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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