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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기를 함유하는 유기 관능기의 실리콘 오일. 
 

특징과 이점 • 지속 적인 유연성  
• 주름 방지성 
• 반발탄성특성 
• 윤활성 
 

응용 분야 
 

• 섬유유연제 
 

 
일반적인 속성 

주의: 아래 수치는 제품 시방용이 아닙니다. 
 
속성 단위 결과 

외관  반투명 

점도(25°C) cst 1200 

비중 (25°C)  0.98 

굴절률  1.408 

NH2,% % 0.8 
 
제품개요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 은화학구조 내에 아미노기를함유 하고 

있는 반응성 오일입니다또 한 적절한유화제와물을사용 하여 
쉽게유화가됩니다. 
 
전에 처리되었을 때, 내구성이우수한 유연성과 주름 방지 성 , 반발탄성과 
윤활성을부여합니다. 특히 면 , 나일론,폴리에스테르와 그들의 
혼방에적합합니다.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 은 Diamino 형 태 의아마노오일 보다황변이 
적고 Dry 한 느낌 이 더 우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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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구조 

 
 

제한 사항 

 

이 제품은 의약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테스트가 불가 합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는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취급 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안전 
보건 데이터시트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십시오. 안전 데이터시트는 다우 
웹사이트(ko.consumer.dow.com)나 영업 및 연구소, 대리점 또는 다우의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수명 및 보관 

 

30도 이하에서 보관할때,생산후 5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포장 정보 18 kg Pail 
 
200 kg Drum, net weight. 
 

 
욕후뾰훨 
 
윈료 단계 

 I II III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 15.0%   

Nonionic Surfactant-I (Softanol 50) 3.0%   

Nonionic Surfactant-2 (Softanol 90) 2.0%   

IPA 2.0%   

Acetic Acid 0.1% 0.2%  

Water 5.0% 45.0% 27.7% 
 
유화배합및 공정 (Micro 
Emulsion) 
 

본제품을유화 하기위해 Homogenizer 또는 Colloid mill 같은교반 기는 필요하지 않 
으며,단순흔합이 가능 한교반기로유화가가능합니다. 
 

제조공정 1. 15.0 part의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와 유화 제 빚 IPA를 탱크에 
투입, 고 rpm으로 15분간교반. 

2. 5.0 part의 물과 초산 0.1 part 를흔합하여 투입,고 rpm으로 15분간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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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계속되는) 3. 45 part의 불 과 초산을 천천히투입하면서 ,고 rpm으로 20분간교반. 
4. 27.7 part의 물을 투입하고, 15분 간천천히교반. 
 

사용방법(예) 1. 배합조에 본 제품의 에멀전을적절한농도로물에 희석하고(0.5∼3% 살 리 콘 
농도) , pH를 5.5 ± 0.5 정 도로 맞추고, 

2. 처리하고자 하는 전을 배합조에담군 후, 롤러로 짜고, 건조시킨다. 
3. 고온에 서 건조시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는 습기 의 존재하에 
전과(약간은 C02 와) 반응을 하여,내구성이 우수한유연성을부여한다.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의 처 리농 도는 100%면과 PET/Cotton 흔방의 
교직 물또는 편 직 물에 는 0.2–0.3% owf 의농도로 처 리한다.건조 온도는 130–
150°C 11–3 분정도 가 적 합하다. 
 
*실란이나 그것의 Hydrolyzate제품을에멸견에 첨가하면반발탄성이 
더욱우수해진다. 
 

부록 DOWSIL BY 16-892 Fabric Softening Oil는-OH Endblock 된제품이므로오랜기간의보 
관동안점도가약간 씩상승한다 
 

제한 사항 

 

이 제품은 의약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테스트가 불가 합니다. 
 

환경 및 건강 관련 정보 제품 안전을 위해 다우은는 제품 스튜어드십 기관 및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협회의 일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ko.consumer.dow.com)를 방문하시거나, 다우 
담당자에게 문의 주십시오. 
 

 
 
 
 
 
 
 
 
ko.consumer.dow.com 품질 보증 – 필독 요망 

이 제품설명서 상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 제품의 사용 조건과 방법은 다우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당사 제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고객이 의도한 최종사용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 테스트하기 위해 본 설명서가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고객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시된 사용 방법에는 어떠한 특허도 침해 하고자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우의 품질 보증은 제품 출하 시에 다우의 품질 규격을 만족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 

보증 위배 사항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유일한 보상은 구매 금액의 환불 또는 품질 보증 내용 에 위배된 

제품의 교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다우은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다우은 특히 어떤 특별한 용도나 상품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우은는 우발적 사고나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