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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링제로서, 무기 표면에 대한 유기 수지의 접착력 개선이 가능한 

커플링제 

 

특징과 이점 • 에폭시 반응성 
• Methoxysilyl 무기반응성 
• 접착력 개선 
• 복합체 강도 향상 
• 복합체 인장강도(Dry & Wet) 및 모듈러스 향상 
• 복합체 굽힘강도(Dry & Wet) 및 모듈러스 향상 
• 압축강도(Dry & Wet) 향상 
• 외관 개선 
• 충전제 웻-아웃(Wet-Out) 및 분산 개선 
• 충진 액상수지 점도 낮춤 
• 가공성 개선 
 

속성 • γ-글리시독시프로필트리메톡시 실란(Glycidoxypropyltrimethoxysilane)  
 

응용 분야 • 다양한 표면 처리 및 커플링제 용도로 사용됩니다. 
• 다양한 수지용 접착력 증가제로 사용됩니다. 
• 다양한 수지 및 충전제와 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속성 
주의: 아래 수치는 제품 시방용이 아닙니다. 
 
속성 단위 결과 

외관  투명 액체 

색상 APHA 50 

점도 cst 3 

비중(25°C )  1.07 

굴절률  1.428 

인화점(Closed cup) °C (°F) > 101 (> 213) 

순도(가스크마토그래피법(GC)) % > 98.5 

염화물(Chloride) ppm < 10 

분자량 g/mol 236.34 

CAS #  25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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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개요 XIAMETER™ OFS-6040실란은 글리시독시 반응성유기기 및 트리메톡시시릴 
무기기가 함유된 이작용기성 실란입니다. γ-
글리시독시프로필트리메톡시실란 (γ-glycidoxypropyltrimethoxy silane)이라고 
불립니다. 본 글리시독시 기능성 실란은 다양한 종류의 유기 고분자와 
반응합니다.  
 

용도 XIAMETER OFS-6040실란에는 유기 및 무기반응성이 모두 있어 XIAMETER OFS-
6040실란을 구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2가지반응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XIAMETER OFS-6040실란은 다음에 매우 적합합니다. 
• 강화 플라스틱 사용용 유리섬유 처리 
• 광물질 충진 플라스틱 사용용 무기 표면 처리 
• 고분자 코팅, 페인트 또는 유리, 금속, 기타 고분자 표면에 대한 접착 결합 
개선을 위한 접착력 증가제 

 
예를 들어, XIAMETER OFS-6040실란은 유리섬유 로빙 마무리에 사용됩니다. 
물성, 특히 복합체의 강도(Wet) 개선과 같은 장점이 있는 복합강화 유리섬유 
에폭시 수지복합재가 용도에 포함됩니다. 
 
XIAMETER OFS-6040 실란는 실리카 충진 에폭시 수지와 같은 무기물 충진 
고분자의 물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XIAMETER OFS-6040 실란은 아크릴 라텍스 코크의 접착력을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XIAMETER OFS-6040 실란을 수용하는 기타 고분자에는 우레탄, 아크릴, 
폴리황화물, 나일론이 있습니다. 
 

사용방법 XIAMETER OFS-6040 실란은 무기 표면에 희석 수용액 (0.1–0.5% 실란 농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세트산을 이용해 물의 pH 를 4. 5 로 조절한 다음 실란을 
추가하고 잘 저어 수용액을 준비한다. 실란을 산성액에 추가한 후, 혼합물이 
가수분해 되어 투명한 균일계 용액을 형성할 때까지 약 15 분가 저어줄 필요가 
있다. 물 내 XIAMETER OFS- 6040 실란의 농도 가 더 높아지면, 무한히 
안정적이지 않고 며칠 후에는 응축된 폴리실록산의 유상이 침전될 수 있다. 
XIAMETER OFS- 6040 실란수용액을 준비 24 시간 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오래된 수용액은 색상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이는 상당량의 실록산 응축을 
의미한다. 
 
XIAMETER OFS-6040 실란은 상당수 일반적인 유기용제에서 용해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유기용제의 가용성 및 안정성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기물 충전제의 경우, 무기물을 추가 용매 없이 전단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몇 분간 실란과혼합해 처리할 수 있다. 실란은 물이나 위에서 
설명한 용매에 희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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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계속되는) 실란을 사용한 후에는 표면의 실라놀기 축합반응을 강화하고 메톡시실란의 
가수분해로 인한 메탄올 흔적을 없애기 위해 유리 또는 무기물 표면을  
104–121°C (220–250°F)에서 건조해야 한다. 
 
시간 및 온도와 같은 최적의 사용 및 건조 조건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앞서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프라이머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합에는 XIAMETER OFS-6040 실란 49.5 
Part 벤질 디메틸아민과 같은 유기아민 0.5 Part 가 포함되며, (혼합물 A)는 약 
950 Part 의 메탄올, 이소프로판올, 그리콜로 희석한다. 또한 사전가수분해된 
프리이머는 물과 위의 용매와 물을 5 part 1,000 Part 의 비율로 혼합해 준비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프라이머 용매는 유리 또는 금속과 같은 고체 표면에 
사용하고 고분자는 표면에 열가압 또는 열경화한다. XIAMETER OFS-6040 
실란는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0.5–2.0pph 에서 수지 시스템에 직접 첨가할 
수 있다. 
 
에폭시 반응성 
XIAMETER OFS- 6040 실란에폭시기는 유기 에폭사이드의 반응성과 유사한 
반응성을 나타낸다. 즉, 산, 아민, 알코올, 티올, 기타 에폭사이드와의 
고리열림반응이 일어난다. 산 또는 염기성 촉매의 존재는 이러한 반응을 
용이하게 한다. 
 
트리메톡시시릴 반응성 
XIAMETER OFS-6040 실란의트리메톡시시릴 부분에는알콕시실레인의 
일반적인 화학적 작용이 발생한다. 메톡시시릴기는 물 또는 물/알코올 용매의 
가수분해에 영향을 받는다. 가수분해의 최초 산물은 실란트리올이다. 
실란트리올은 물, 알코올과 같은 극성 용매의 희석 농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XIAMETER OFS- 6040 실란의 분산은 좀 더 안정적이며, 약간의 
산이 함유된 용매에서 이용하는 경우, 규산질 표면에 좀 더 적합하다. 
실라놀기는 유리 및 규산질 무기물 표면에서 수산기와 축합반응한다 무기질 
표면과의 응축 후, 남아 있는 실라놀기는 수소결합하거나 근처의 실라놀기와 
축합반응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공유 결합 및 수소 결합을 통해, 커플링제는 
무기 표면에 결합해 무기표면이 무기 반응성을 갖도록 성질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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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25°C이하에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36 
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XIAMETER OFS-6040 실란개봉 후, 겔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수분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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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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