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치테이프는
접착력과 품질안정성이 검증됐습니다.
테이프 필름 하나에도 점착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좋은 원료와
잘 풀리게 도와주는 Release Coating로
작은 부분까지 신경쓰고 있습니다.

스카치 매직테이프
Scotch® Magic™ Tape
· 종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
· 테이프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다
· 테이프 자국이 복사 시에 안 보임

스카치 양면 테이프
Scotch® Double-sided Tape
· 양쪽 면에 영구접착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Scotch® Transparent Tape
· 광택이 나는 작업
· 투명하고 누렇게 변색 적음
스카치 크리스탈 테이프
Scotch® Crystal Clear Tape
· 다양한 목적의 투명한 테이프
· 투명도가 높은 테이프
· 장기간 지속되는 접착제

스카치 재접착 매직 테이프
Scotch® Removable Magic Tape
· 떼었다가 다른 곳에 붙이기 용이
· 종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
· 테이프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다

Scotch® Magic™ Tape
스카치 매직 테이프는,

Scotch® Double-sided Tape
스카치 양면 테이프는,

Scotch® Crystal Clear Tape
스카치 크리스탈 테이프는,

경쟁사
· 투명합니다
· 부드럽게 풀립니다
· 장기사용이 가능합니다

Scotch® Transparent Tape
아크릴릭계 접착제를 쓰는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는,

<러버베이스 접착제를 사용하는 셀로판 테이프>

· 냄새가 나지 않고 습기에 강합니다
· 접착제가 필름에 고정되어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 접착력이 양호하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변색이 없습니다

Q&A.
1.재접착테이프의 접착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력점착용 포스트 잇보다 조금 강한 정도로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
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낼 필요가 있을 시에 종이
가 찢어지지 않고 깨끗이 떼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4회 정도 재접
착이 가능합니다.

2. 강력 양면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강력양면테이프의 경우, 어느 정도 과중한 무게를 견뎌낼 만큼 강력한
접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떼어냈을 경우 어느 정도 흔적
이 남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자 할 경우, 현
재 판매되고 있는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해보심을 추천해드립니다.

3. 테이프를 붙일 수 있는 재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이 재질 외에도 철, 스테인레스, 유리 등 다양한 재질에 접착이 가능합
니다. 다만, 표면이 올록볼록한 곳의 경우 접착면의 감소로 인해 제품 부
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재질에 따라서 테이프 제거 시 붙인 표면
에 접착제 잔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양면테이프의 경우, 종이 이외에도 너무 거칠지 않은 유리나 일반
벽면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6.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붙인 자국이 남나요?

매직테이프의 경우 테이프를 붙인 후 복사해도 자국이 남지 않지만 일
반 테이프는 자국이 남습니다.

7.크리스탈 테이프와 다용도 테이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크리스탈 테이프는 외관이 유리와 같이 깨끗하여 다용도 테이프가 가지
고 있는 연노란색을 꺼리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