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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ZEN - CB560

UNIZEN-CB560은 순동,  황동을 압연 또는 싞선하여 권선한 후에 공정간 보관, 수출시 장기보관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써 구리가 습기 또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급격한 동(銅)변색,  동부식,

동산화를 일으키므로, 이를 방지하는 수용성 동변색 및 부식 방지제입니다.

1. 일반 성상

비중 (15/4℃) pH (0.5%) 외관 용도

1.010 8.0 미색 투명 동부식 방지제

2. 제품의 특징

   1) 수용성으로 냄새가 없고, 가시도가 좋으며 화재 위험이 없음.

   2) 적은양의 사용으로 동부식, 동변색 및 산화방지 기능이 우수함.

   3) 기포발생이 적고 침지 통과 후 동표면에 Wetting성이 우수하고 동표면이 미려해 짐. 

   4) 세척후 헹굼 SYSTEM에 적용하여 금속의 산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5) 금속 표면에 균일한 도포성 및 부착성을 갖고 있어 상온에서도 녹방지 막을 형성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 시킨다.

   6) TIN 도금 및 기타 도금을 하여도 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제품의 사용방법

   1) 동(銅) 변색 방지조에 UNIZEN - CB560을 0.5~2% 용액으로 희석한다. (현장조건에 맞게 선택)

   2) 동판, 동선을 통과 시킨다.

   3) 변색방지조 물은 이온교환수로 하고 온도는 70℃를 항시 유지한다.

   4) 동변색 방지조를 통과한 박판은 바로 고무칼로 물기를 자동제거 후 바로 건조한다. 

사용 농도

0.5~2%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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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의 LAY - OUT (참고용)

                70 ℃ 유지

5. 제품의 용도

   1) 동 및 동합금의 변색 방지용

   2) 순동의 부식 방지용

6.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흐르는 물에 15분간 씻으십시오.

   2) 화기에 노출이 안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3) 보호장구(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의 등)를 착용한 후 작업하고 미끄럼에 주의하시오.

   4) 피부에 묻었을 경우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내십시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십시오.

   6) 사용후 용기내 잒량은 잘 밀봉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7. 포장 및 공급

   UNIZEN - CB560은 20L(P/L)로 포장 및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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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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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선, 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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