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ll Change makes Big Business

Pre-diluted
ANTIFREEZE COOLANT

COOLANT : 실린더 주변을 돌며 엔진의 열을 식혀서 엔진과열을 방지하는 냉각수

ANTIFREEZE : 냉각수 및 엔진냉각계통을 얼지 않게 하는 역할

엔진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 : 라디에이터 등 금속, 고무, 플라스틱 부품의 산화를 방지함.

부동액은 물과 적정비율로 혼합 사용함으로

1. 냉각수의 끓는점을 상승시켜 여름철에 냉각수가 끓어 넘치는 현상을 방지해 주며,

2. 어는점은 더욱 낮추어 줌으로서 겨울철에 냉각수 및 냉각계통이 얼지 않게 해주는

동결 방지의 역할을 합니다.

3. 물처럼 쉽게 증발되지 않아 냉각수의 부족현상 방지

성분 : MEG(모노에틸렌글리콜) – 동결방지

방청제 – 엔진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

소포제 및 염료 – 거품제거, 부동액의 색상

부동액의 성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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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은 교환주기에 따라 전량 교환해야 하며,

또한, 주로, 희석된 물의 증발로 인해 주기적으로 보충함.

자동차용 부동액을 사용할 때는 물과 부동액을 각 50% : 50% 희석하여 사용함.

KS에서 규정한 부동액 물과의 희석비율 및 어는 점은 아래 표와 같음.

부동액의 사용

부동액은 물을 적게 희석하여도 부동액 부피비율이 65%를 넘으면

오히려 어는 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동액과 물을 50% : 50% 희석(어는 점 : -37℃)하여

우리나라 겨울철 최저온도에도 얼지 않게 사용함.

또한, 부동액의 비율이 높아지면 점도 또한 증가되어 냉각수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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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센터에서 부동액을 교환하거나 보충할 때,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이 경우, 물에 섞여 있는 광물질, 미네랄 성분이 냉각 계통에 엉겨 붙거나 스크랩(찌꺼기)을

발생시켜 냉각효율을 떨어뜨리고 녹이 쉽게 슬게 합니다.

수돗물은 덜하지만 지하수는 심각하여 냉각수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2. 또한, 부동액을 넣은 후 물을 넣거나 혹은 부동액과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불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온교환수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외국제품으로 프레스톤 부동액, 피크 부동액은 이온교환수를 미리 50% 희석한 Pre-diluted 제품

을 판매하고 있음.

부동액 사용상 불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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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onized Water(이온교환수, 초순수)는

초순수 기계설비로 멤브레인 과 음이온수지, 양이온수지 마이크로 필터링을 통해서

이온,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불소, 질산성질소, 기타 광물질을 제거한 순수 물

※ 이온교환수의 장점

1. 광물질 등에 의한 냉각수의 온도상승이 없어 냉각효율이 좋으며

2. 광물질, 미네랄 성분이 냉각 계통에 엉겨 붙거나 스크랩(찌꺼기)을 발생시키지 않아

냉각계통의 물에 의한 부식에 영향 주지 않음.

3. 방청제의 산화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식방지 효율성 및 지속성 증대

이온교환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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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렉스 프리믹스(PRE-MIX) 부동액

MEG(모노에틸렌글리콜) – 동결방지

방청제 – 엔진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

소포제 및 염료 – 거품제거, 부동액의 색상

프리믹스 부동액 성분

이온교환수 – 냉각 기능

50%

50%

프리믹스 부동액 장점

부동액 : 이온교환수 = 50% : 50% 희석 부동액

※ 이온교환수를 희석하여

1. 냉각수의 온도상승이 없어 냉각효율 증대

2. 물에 의한 엔진 냉각계통 부품의 부식에 영향 주지 않음.

3. 부식방지 효율성 및 지속성 증대

※ 부동액 사용 시 물을 희석하는 불편 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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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렉스 프리믹스(PRE-MIX) 부동액

프리믹스 부동액 특징

프리믹스 부동액 사용법

- 냉각계통, 엔진에 부식이 없는 부식방지첨가제 사용

- 알루미늄, 황동, 주철 라디에이터 사용

- 우수한 성능의 방청제로 고무, 플라스틱 등 비금속 재료도

부식방지 성능이 탁월함.

- 우수한 저온 특성으로 냉각효율이 탁월함.

- 비등점이 높아 엔진과열 현상 방지

- KS규격 및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 캡 적용

[프리믹스 부동액 물과의 희석비율 ]

■ 물을 섞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 사용교환주기 : 차량 주입 후 사용기간 : 2년 4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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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렉스 프리믹스(PRE-MIX) 부동액

인증서

ㅍ

■ KS 품질인증

ㅍ

■ KC 품질인증 ■ 위해우려 제품인증(시험진행 중)

접수번호 위해(검사)20    - 접수일   발급예정일  

기존 자가검사번호/

KC 신고 확인증 번호

업체명 성명(대표자)

㈜ 에이원케미칼

전화번호

041-337-6358

담당자(대리인)

박경환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부동액)

생산업체명 / 원청사업자 or 하청사업자

㈜ 에이원케미칼 / ㈜ 에이원케미칼

중량/용량/매수

3.0L

성적서

수령방법

시료반환

여부

(서명 또는 인)

  ■ 신규                 □ 갱신

  □ 추가(KC인증에서 위해검사로 변경하는 경우)

전자메일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341-10

전자메일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김용길

daegun@carex.co.kr

daegun@carex.co.kr070-8277-6655

대표자 / 계산서 담당자

전자메일

검 사 신 청 서

생산지 주소 (위탁생산지) - 위탁생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생산자 확인서도 함께 첨부

계산서 발급
* 신청인과

동일 시 생략

생산국명 수입회사명(수입품에 한함)

에이원케미칼 부동액

제품정보

 

용도 -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745-88-00095

팩스번호

041-337-6359

품목분류번호(HS)

 

대한민국

 
모델명

-

 

 

 

안전∙표시기준상의 모델 구분

에틸렌글리콜, 사계절용(2종)

□ 방문수령       □FAX수령       ■ 우편수령       ■ 전자우편(e-mail)수령

■ 폐기             □ 반환(성적서 방문 수령시에 한함)

   

신청인

※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명에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모두 기입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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