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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nformation

Foamase DFC-901
Antifoam for Paper Coating

Foamase DFC-901 은 지방산 에스테르계 소포/억포제 입니다.
Foamase DFC-901 은 고농축 제품으로 소량 투입으로 강력한 소
포/억포 효과를 발휘합니다.
Foamase DFC-901 은 넓은 온도범위에서 우수한 소포/억포효과
를 발휘합니다.

www.emtech.co.kr
Page 1 of 3

주식회사 엠 텍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8
Tel.: +82-53-611-2233 Fax.: +82-53-611-7003

Foamase DFC-901
Antifoam for Coating Color
화학적 조성

Mixture of fatty acid ester

저장성

약 6 개월 ( 20℃ 냉암소 보관시)

용

Foamase DFC-901 은 코팅칼라의 거품을 제거하고 특히 전단력 및

도

교반에 의한 거품의 발생을 억제하는 억포력이 우수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킵니다

장

점

Foamase DFC-901 은 지방산 에스테르계 억포/소포제로서 :


특히 지속성이 우수하여 소량 투입으로 효과적으로 거품발생을 억
제 합니다.



아마이드, 실리카, 실리콘 오일 등을 함유하지 않아 핏치트러블이
없습니다..



넓은 온도 영역에서 강력한 억포/소포작용을 하며, 저온 영역(20℃
이하)과 고온영역에서도 효과적인 억포/소포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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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의 코팅용 소포제와 Foamase DFC-901의 억포력 비교 data
- 소포제 투입량 : 0.34g/300g of coating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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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해 성

Foamase DFC-901 은 가벼운 교반으로 냉·온수에 쉽게 유화 분산되
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일반적 특성

외관

담황색 유성액상

비휘발분

98 % (105 ± 2℃, 2hrs) 이상

점도

100 cPs 이하 ( at 25℃)

이온성

비이온성

pH value

4.7 ± 1 ( 10% soln. at 25℃)

사용방법


Foamase DFC-901 은 높은 계면활성력을 가지는 고농축 억포/소
포제 이므로 소량 투입으로 우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사용량은
1)

코팅칼라 : 총량대비 약 0.05 ~ 0.3 %,

2)

사이즈 프레스 조성액: 총량대비 0.02 ~ 0.1% 이며 사용여
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적 투입량은 사용용도 및 거품의 상태에 따라 변화 되므로, 최적
화를 위한 실험실 및 현장 시험이 필요합니다.



원액으로 투입하거나, 희석액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실내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은 없으나, 가급적 눈 또는 피부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다량의 맑은 물로 세척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사용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해 주십시오.

취급상 주의

포

장
190 Kg/Drum, 960 kg/Tank

★본 제품소개서에 명시된 내용들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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