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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제

실리콘계 피혁용 방수 가지제(수성)

DRXF Waterproof Leather Fatliquor (Waterborne)

사용시점 및 사용방법

성상

유통기한 및 사용기간

제품소개

주의사항

면책고지

제조자 정보

재유성 염색/가지 공정(Retanning Stage) 시 냉수 또는 온수에 희석하여 4%~15% 사용

구성 : 실리콘(Silicone)과 고분자 물질이 혼합된 유화액

외관 : 유백색 점성액

고형분 : 34 %

이온성 : 음이온

pH : 7.0 ± 1

점도 : 800~1,000 cps

용해성 : 물에 쉽게 용해

포장 : 110kg(통)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사용기한 : 개봉일로부터 30일 이내

–  뛰어난 침투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죽에 매우 낮은 물 흡수율을 부여합니다.         

–  충진(Filling) 효과가 탁월하여 가죽 조직이 탄탄한 은면(tight-grain)의 방수 가죽을 만드는데 적합

합니다.

–  신발 상 피혁(Shoe upper leather)에 적용할 때는 당사의 DRWP와 함께 사용하여 방수 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죽의 표면에 미세한 털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누벅(Nubuck)과 스웨이드(Suede) 가죽에 기모를 

생성시킬 때 뛰어난 기모성(buffing)을 부여해 줍니다.

–  가죽의 섬유질에 비가역적(물질의 성질이 변한 후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을 말함)으로 결

합하여 물세탁이 가능한 워시어블(washable) 가죽을 만드는데 적합합니다.

–  본 제품은 수분산형 액체 제품이므로 영하의 추운 상태에서 제품을 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사광

선을 피하여 섭씨 20℃ 상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화학적 주의 사항은 본 제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성능, 적용범위 및 대상, 제품 보관방법, 제조자가 권장하는 사용방법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상 하자나 오류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제품은 무상교환 되거나 반품되지 않습니다. 

–  본 제품과 타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또한 제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을 당사의 상표가 아닌 제3의 상호 또는 상표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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