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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Remover / 세척액

∙ 용제 제거성 세척제로서 과잉 도포된 침투제를 제거하고 전 처리 및 후처리에 사
용된다.

∙ 천에 세척제를 뿌려 침투제를 닦는 것을 추천

용 량 450ml / Can
포장 단위 6 can/box, 48 can/box

SKC-S / 세척액

∙ 용제 제거성 세척제로서 과잉 도포된 침투제를 제거하고 전 처리 및 후처리에 사
용된다.

∙ 천에 세척제를 뿌려 침투제를 닦는 것을 추천
∙ Magnaflux 제품

Magnaflux 중성&알칼리성 Cleaner (산업용, 항공용)
Daraclean 121 Industrial Cleaner (중성)

Daraclean 121 산업용 클리너는 계명활성제와 부식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는 중성 클리너 용액입니다.
대부분의 표면에 사용되며 , 모든 성분들에 대하여 FDA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적 용 : 식품 급 윤활유, 기계 유동체, 윤활유, 엔진오일 그리고 유성 연마제제거에 우수하다고 확인 되었습
니다. 순하고 중성인 계면활성제 화학반응을 사용하여, 고체 표면에 묻어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표면 일부가 
벗겨 질 수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품은 크랙과 기공에 침투하여, 이물질을 씻어 냅니다.
Container Size : 55 Gal.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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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clean 236 Aerospace Cleaner (중성)
Daraclean 236 항공기 세척제는 항공업계가 인정한 낮은 기포 형성 수준, 다목적의 중성 클리너 용액이다. 
본 제품은 계면 활성제, 유화제 및 부식 억제제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며, 다양한 오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클리너이다.
적 용 : 담금, 초음파 및 분사 응용 목적으로 고안된 Daraclean 236은 대부분의 금속에 사용하기에 안전하
며, 알루미늄, 청동, 티타늄 및 구리 합금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제품은 우수한 오일 저항
성을 가지며, 부품 표면에서 들어 올린 후 잠시 동안 클리너에서 오물이 부유하게 한다. 시간이 감에 따라 
고체는 침전되며, 오일 및 그리스 방울들은 덩어리를 형성한 후 액체 표면에서 떠다닌다. 
필요한 경우 오물 제거는 필터나 키머(kimmer)를 사용하여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용은 Daraclean 
236의 유효 수명을 유화형 세척 용액보다 더욱 확장시킨다. 
Container Size : 5 Gal. Pail , 55 Gal. Drum

Daraclean 282 Aerospace Cleaner (알칼리성)

Daraclean 282는 항공업계가 인정한 낮은 기포 형성 수준, 다목적의 알칼리성 클리너 용액이다. 본 제품은 
계면 활성제, 유화제 및 부식 억제제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며, 다양한 오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클
리너이다.
적 용 : 담금, 초음파 및 분사 응용 목적으로 고안된 Daraclean 282은 단단한 금속에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티타늄 합금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제품은 우수한 오물 제거 특성
을 가지며, 부품 표면에서 들어 올린 후 잠시 동안 세척액에서 오물이 부유하게 한다. 시간이 감에 따라 고
체는 침전되며, 오일 및 그리스 방울들은 덩어리를 형성한 후 액체 표면에서 떠다닌다. 
필요한 경우 오물 제거는 필터나 키머를 사용하여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용은 Daraclean 282의 유
효 수명을 유화형 세척 용액보다 더욱 확장시킨다. 
Container Size :  5 Gal. Pail , 55 Gal. Drum

Daraclean 200 Industrial Cleaner(알칼리성)
Daraclean 200은 낮은 기포 형성 수준, 다목적의 산업용 알칼리성 클리너 용액이다. 본 제품은 계면 활성
제, 유화제 및 부식 억제제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며, 다양한 오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다목적 클리
너이다.
적 용 : 담금 세척, 초음파 세척 및 분사 세척 목적으로 고안된 Daraclean7 200은 대부분의 금속에 사용하
기에 안전하며, 청동, 구리 및 티타늄 합금에 안전하다. 본 제품은 기계유, 윤활유, 절삭유, 유화형 클리너 
용액 및 견고한 탄화성 오물을 제거할 때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공격적인 알칼리 화학기법을 활용하여 중
유 기반 오일 및 탄성화 오물들을 부품 표면에서 분리시킨다.
Container Size : 5 Gal. Pail, 55 Gal. D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