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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AST - 130
일광 견뢰도 향상제
SUNFAST-130 은 PET 섬유의 분산염료 또는 분산-Cation 염료와 병용처리가 가능한
내광 견뢰도 향상제이다.

1. 일반물성
외관

미 황색 점성 액상

이온성

Anion

용해성

냉수에 유화 분산

조성

특수방향족 유기화합물

2. 제품특성 및 효과
ㆍ Car-Seat 용 내광 향상제로 특수 개발된 제품으로 염욕 병용하에 처리하여
고온에서 우수한 견뢰도를 부여한다.
ㆍ 입자 Size 가 미립화되어 흡수 및 침투성이 빠르고 고온 분산성이 우수하므로
사용하기가 간편하다.
ㆍ 침전 방지성을 구비하여 Cation 염료와 Complex 에 의한 Taring 현상이
없으므로 Scum 및 기계오염을 방지한다.

3. 적용방법
섬유형태 염료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 ～ 3% (o.w.f)를
사용한다.

4. 안전성
SUNFAST-130 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건강상 어떠한 위험도 유발시키지
않음. 취급 및 주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MSDS 를 참조하기 바람.

5. 표장단위
18KG CAN, 100KG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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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AST - 130
■ DEFINITION
Textiles for car-upholstery, carpets or textiles for home-and furnishing.
Application in exhausting process.

■ PHYSICAL PROPERTIES
Appearance

white dispersion with low viscosity

composition

benzotriazole derivative

ionic activity

anionic

pH

approx. 6.5

specific gravity

approx. 1.2 g/cm (at 20℃)

(5% solution)

■ CHARACTERISTICS
SUNFAST 130 is

absorbs a high percentage of the UV-light in the range

of 300-400nm and stops the

photochemical degradation of polyester.

SUNFAST 130 can be handled in the dye bath together with disperse
dyes.

(range of application: 1.5-3%)

Application temperature : 110-135℃
It is stable in HT processes, foamless and

does not cause filter deposits.

At temperatures above 180℃ sublimation of the product occurs.
Therefore it cannot be applied in thermosol processes.

■ COMPATIBILITY
The product is resistant against water hardness, acids, alkalis
and electrolytes in normal technical concentrations.
The product can be handled together with anionic and nonionic substances.

■ STORAGE TIME
At room temperature and in closed drums at least 6 months

■ PACKAGE
100 kg D/M, 200 kg D/M, 1.000 kg CN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