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I N F O R M AT I O N

WATERBLE INK SERIES

# 401

(친환경 수성 라바 잉크)

색상
AT-3000 투
AT-3600 백

명
색

사용방법

특 징

• 용도: 면, 면과의 합성물,
폴리에스테르.

• 인쇄물의 부드러운 촉감과 신축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섬유 인쇄용 수성 잉크입니다.

• 망사: 80~300 목.

• 세탁견뢰도와 작업성이 우수해 별도의 첨가제가 필요 없습니다.

• 경화: 130℃, 3분 이상.

• 색상은 투명과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용기의 세척: 물과 비누를 이용해
세척.

적 용

• 주의: 드라이 크리닝, 다리미질 금지.

• 최종 열처리시 자연경화도 가능하나 130℃ 에서 3분 정도 열처리하는 것이 접착력 및 내마모성의 강화
에 좋습니다.

포장 및 관리

• 농색천의 경우 백색으로 하도 인쇄 후 유색잉크를 상도 인쇄하거나, ‘Print – 가건조 – Print’의 반복
작업으로 은폐력을 보강하여 사용하십시오.

• 포장: 20kg(100kg이상 주문시만
판매가능).

• Color 인쇄의 경우 수성안료(색소) 첨가는 세탁견뢰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합 사용하기
바랍니다.

• 보관: 강산화합물은 피하며,
서늘한 곳에 밀봉상태로
보관 (18-32℃).

• 본 제품은 수성타입이므로 인쇄 시 제판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쇄 시 제판의 인쇄부위는
항상 잉크가 채워져 있어야 망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 사용 전, 소형믹서나 헤라로 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 수용성이므로 4℃ 이상에서 얼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밀봉 시 잉크 위에 소량의 물을 뿌려주면 잉크의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잉크는 원단과의 접착력이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열처리를 통해
원단과의 접착력,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 본 작업 전 반드시 원단의 염료 이행성 및 기타 문제점을 확인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정보에 게시되지 않은 제품 및 물질 혼합 시 당사 상담 후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친환경관련
• CPSIA(Pb, Phthalates)를 준수합니다.
• 본 제품에 규제대상물질이 함유되어 있진 않지만, 생산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는 사용목적에 의거하여 시험 인쇄 및 각종 규제 대상 물질들에 대하여 표본 검사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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