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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VER- NX
(저기포성 탈지 탈유제)
REMVER- NX 는 특수 비이온 및 음이온 활성제 복합품으로써 강력한 침투력, 유화력,
분산력으로 합성섬유의 Line 성 기계유 및 기타 Oil 에 의해 섬유에 오염된 유지 분
을 제거하는 섬유가공 전 처리용의 저기포성 탈지. 탈유제입니다.

■ 성

상

1) 외

관 : 백색 분말

2) 이온성 : Nonion/Anion
3) 용해성 : 냉수보다는 온수에 쉽게 용해
4)

PH

■ 특

: 10.0∼11.0

징

1) REMVER- NX 는 제직 및 기타 작업중 각종 섬유에 부착된 기계유와 같은 일
반정련제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 Oil 류나 Oil 류에 의한 오염제거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2) REMVER- NX 는 침투력이 우수하여 섬유 표면 및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여지
속적인 탈지력과 재부착 방지력이 탁월하므로 1 회 정련으로 충분합니다.
3) REMVER- NX 는 내알칼리 및 내산성이 우수하여 타약품과의 상용성에는 문제
점이 전혀 없습니다.
4) REMVER- NX 는 저기포성으로 작업성이 우수하며 만족한 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호제에 대한 유화 분산성이 뛰어납니다.
5) REMVER- NX 는 용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거 후에 얼룩이 남지 않습
니다.

■ 사용방법
정련 호발시 : REMVER- NX 0.5～1.0g/ℓ
Rapid, Jigger 인 경우 : REMVER- NX 1.0～2.0g/ℓ - Jigger
REMVER- NX 1.5～3.0g/ℓ - Rapid
부분적인 오염시 : 오염된 부분에 REMVER- NX 를 묻혀 온수에 세정

■ 포장단위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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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VER- NX
(Low foaming fat/oil removal agent)
The REMVER-NX is a compound product of special nonionic and anionic
activators

which

has

great

capability

of

penetration,

emulsion,

and

dispersion. It removes fat stains caused by lineal machine oil, and other
sorts of oil from synthetic fibers. The REMVER-NX is a low foaming fat/oil
removal agent used for pre-finishing

■ PROPERTIES
1) APPEARANCE : White powder
2) IONIC NATRUE : Nonion/Anion
3) SOLUBILITY : Soluble in warm water more effectively than in cold water
4)

pH

: 10.0 ± 1.0

■ FEATURES
1) The REMVER-NX

effectively removes oil strains which the general

scouring agents cannot easily remove.
2) The REMVER-NX penetrates deeply into the surface and into the internal
parts of fibers, which improves

abilities of fat removal and re-

adhesion prevention. Thus, only one scouring is good enough.
3) The REMVER-NX can be used in combination with other products since it
is acid-proof and alkali-proof.
4) The REMVER-NX is a low foaming agent that is not only good at fat
removal but also good at emulsion dispersion of the desizers.
5) Since the REMVER-NX does not contain solvent, it leaves no spots after
removal.

■ HOW TO USE
In case of Rapid, Jigger

REMVER-NX 1.0 ~ 2.0g/ℓ - Jigger
REMVER-NX 1.5 ~ 3.0g/ℓ - Rapid

In case of partial contamination
Wash in warm water by adding the REMVER-NX on the contaminated

■ PACKING
20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