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lin Epoxy 타일 조인트 접착제는 다채로운 수질 에폭시 타일 그라우트 후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다채로운 수질 에폭시 타일 그라우트의 질감을 유지할뿐
만 아니라 제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더 쉽고 편리합니다. 부드러운 질감은 낮은 열쇠 고급 장식 스타일을 크게 보여줍니다. 색상 품종, 장식 장소를 반짝이게 만듭니
다. 환경 친화적 인 에폭시 수지 서브베이스 코스에서 제품이 더 방수, 내마모성, 몰드 증거 및 습기 증거를 보냅니다. 고온에서 소성 된 천연 모래는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결
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황변이나 탈색없이 클루링 후 도자기만큼 밝습니다. 또한 관절 표면은 자연 자체처럼 세라믹 타일에 완벽하게 보입니다.

주요 성분 에폭시 수지, 하이 엔드 컬러 분말
함수 타일 갭의 충전 및 미화
유통 기한 0-37 ℃에서 12 개월 동안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의 주식
순중량 450 ml.
포장 30 세트 / 카톤

제품은 세라믹 타일, 돌, 유리, 욕실, 주방, 침실 등의 벽이나 밀가루의 모자이크 타일의 관절에 더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 공동 연구 및 개발 제품은 더 나은 성능을 제공
하며 중국의 과학 아카데미를 통해 전략적 품질 관리 지침을 통해 제품 품질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집 청소부를 만들고 싶습니까? 와서 켈린 중국 에폭시 타일 그루트 공급 업
체에 문의하십시오.

선택한 색상의 품종. 또한 사용자 정의 색상을 제공합니다.



전체 방 갭 솔루션을 제공하십시오



간단한 건설 공정

타일을 청소하십시오
유지 그것은 건조합니다.

타일 왁스가있는 폴란드어
외 유약 된 타일.

개방 & 시계, 둘 다
측면 할 수있다 압출
그 동안에.

노즐에 나사,
놓다 의 위에 그라우트 총.

기울어 져 맨 위로 삭감
그만큼 45 °에서 노즐.



60-80cm 짜내다
긴 그라우트에서
앞 부분.

그를 고르게 짜내십시오
타일 대리인
갭.

그라우트를 누르십시오
전문 접착제 - 언론
도구.

4-5에 터치하지 마십시오
시간 제거하고 제거하십시오
과도한 그라우트 그때.

타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24 시간.

전문 공동 압박 도구

회사 장점



공장 개요

크림 기계 라인 시험기 테스트 일괄 생산 라인 냉각 파일링

기계 라인 작성 필름 코팅기 진짜 재료 주식 스톡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