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가벨라 컬러는 고탄성 방수 줄눈용 레진-시멘트로

50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한 획기적인 하이브리드 줄눈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거장 이탈리아 디자이너

PIERO LISSONI (피에로 리소니)의 50가지 컬러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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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주의사항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0 ~ 20mm 이하의 줄눈까지 시공 가능합니다. 

Fugabella Color는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수영장 시공의 경우, 사용할 물과 화학약품에 따라 적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공가능 시간은 작업상 환경, 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 후 최소 12시간 동안 비와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바닥면은 줄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푸가벨라 시공 소요량 (㎡/pack) 

※	시공자및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전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일 (cm) 줄눈깊이 1mm 1.5mm 2mm 3mm 4mm 5mm

2×2 3mm 5.5㎡ 4.25㎡ 3㎡ 2㎡ 1.5㎡ 1㎡

20×20 14mm 11.5㎡ 8.75㎡ 6㎡ 4㎡ 3㎡ 2.5㎡

30×30 10mm 24㎡ 18㎡ 12㎡ 8㎡ 6㎡ 5㎡

50×50 10mm 40㎡ 30㎡ 20㎡ 13.5㎡ 10㎡ 8㎡

30×60 10mm 32㎡ 24㎡ 16㎡ 10.5㎡ 8㎡ 6.3㎡

60×60 5mm 95㎡ 71.5㎡ 48㎡ 16㎡ 12㎡ 9.3㎡

60×60 10mm 47.5㎡ 35.7㎡ 24㎡ 16㎡ 12㎡ 9.3㎡

20×80 10mm 25.5㎡ 19.2㎡ 13㎡ 8.5㎡ 6.5㎡ 3㎡

15×90 10mm 20.5㎡ 15.5㎡ 10.5㎡ 7㎡ 5㎡ 4㎡

15×120 10mm 21㎡ 15.75㎡ 10.5㎡ 7㎡ 5.5㎡ 4㎡

60×120 5mm 126.4㎡ 94.7㎡ 63㎡ 42㎡ 32㎡ 25.5㎡

120×120 3mm 316㎡ 237㎡ 158㎡ 105.5㎡ 79㎡ 63㎡

실내 실외 바닥 및 벽면, 포셀린타일, 

빅슬랩타일, 세라믹타일, 클링커, 점토타일, 

유리 모자이크, 세라믹 모자이크, 천연석재, 

파벽돌, 대리석, 수영장, 물탱크, 분수시설, 

바닥 난방구역, 0~ 20mm 줄눈까지 시공 가능

뛰어난 탄성, 방수, 발수성, 균일한 색상 (CATAS 테스트 통과), 천연 항균 효과

매끄러운 미세 마감, 세척 및 관리 용이,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자재

품명 : 푸가벨라 컬러메지

용량 : 3KG  / box- 4포

컬러 : 50색상

적용공간 :

제품 특성 :



시공 전 바닥면이 완전히 양생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착제 잔여물 등은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줄눈 시공 부위는 잘 건조되어 있

어야 합니다. 바닥면이 몰탈인 경우 7-14일간 건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줄눈 색상이 고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 두께의 최소 2/3 이상 균일한 깊이로 시공되어야 줄눈의 변

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흡수성이 높은 타일이나 고온에서 작업할 경우, 

축축한 스펀지로 닦아줍니다.  다공성 표면의 타일이나 줄눈과 색상 차가

큰 타일의 경우에는 미리 줄눈 테스트 진행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Fugabella Color를 깨끗한 용기에 넣고, 3kg 1포 기준 약 500ml 

정도의 물을 붓습니다. (1포당 물 총 700ml 권장) 원하는 농도가 될 때

까지 물을 추가하며 저속 교반기를 사용해 혼합합니다. 

혼합물은 덩어리 없이 균일해야 합니다. 23도, 습도 50% 환경에서

30분 이내 (온도 습도에 따라 상이함) 사용할 양만 혼합하도록 합니다. 

제품 포장에 표기된 물의 양은 대략적인 안내입니다. 

줄눈의 색상 및 현장 환경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적정량 이상의 물은

작업성을 떨어트리고 건조 시 수축을 유발하여 줄눈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합된 Fugabella Color를 고무패드를 사용해 타일 사이에 골고루

채워줍니다. 줄눈 사이로 넘쳐난 여분의 줄눈은 굳기 전 바로 제거합니다.

시공 후 손으로 만져 줄눈이 약간 경화되었다면 물에 적신 스펀지로 대

각선 또는 원형을 그려가며 표면을 닦아줍니다. 보다 완벽한 세척을 위해

자사의 Fuga Wash, Fuga Soap, Fuga Shock제품 사용을 추천

드립니다.

약 3시간 후 경보행이 가능합니다. (5도 : 10시간 후, 35도 : 2시간 후) 

약 24시간 후 보행이 가능합니다. (5도 : 3일 후, 30도 : 8시간 후)

수영장의 경우 시공 3일 후 사용 가능합니다. 

Fugabella Color 시공방법

준비 

혼합

시공 

세척

사용
수입원 : (주) 에코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