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HA AUTOCLEAN 40
플럭스 잔사 세척제

특성

장점

CFC(Chloro Fluoro Carbon) 또는
염소계 용제 비함유

환경 친화성

생분해성

저점도

비인화성

비산성(Non Acid)

일반 특성
Alpha Autoclean 40은 플럭스 잔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반수용성 세척제이다. 단층의 드럼
형태에 적용이 가능하다. Autoclean 40은 PCB Assembly, 지그 및 컨베이어에 잔류하는 플럭스
잔사물의 세척에 매우 효과적이다. 계면활성제와 유화제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하여 Autoclean 40
은 중성의 pH를 갖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Autoclean 40은 플럭스 잔사 세척에
매우 효과적이며 세척한 잔사물의 재침적을 예방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비누화제에 의한 것
은 아니다. 중성의 pH를 통하여 솔더 조인트의 변색 및 종래의 비누화제에 장시간 접촉 후 발생
할 수 있는 보드 또는 부품 표면의 잉크 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적 용
Alpha Autoclean 40은 반수용성 플럭스 제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세척 탱크에서 희석없
이 사용되어야 한다. 최대 효율을 위해서 40℃까지 Autoclean 40을 예열한 후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그 동안의 평가를 통하여 Autoclean 40은 어셈블리 보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로진,
수용성 잔사물 및 많은 다양한 무세척 잔사물을 포함한 웨이브 솔더링 플럭스 잔사물을 매우 효
과적으로 세척함이 입증되었다. 높은 고형분의 로진 잔사물은 교반에 의하여 대략 3분 이내에 제
거가 가능하다. 솔더 페이스트 또는 저잔사 플럭스 잔사물에 대해서는 초음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헹굼(Rinsing)은 냉수, 냉수, DI Water에 대하여 2~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최적
의 헹굼 방법이다.
Alpha Autoclean 40의 유효기간은 25℃ 이하 밀봉상태로 보관시 24 개월이다.

물리적 특성
외관
비중
인화점

무색 투명 액체
1 . 0 0 2 ~ 1 . 0 0 7 at 20℃
비인화성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구입 문의처는 하기와 같음.
알파메탈 코리아 본사: 031-499-1451~5

포장 사양
Alpha Autoclean 40의 포장 사양은 20 liter, 10 liter 및 2 liter 이다.

취급 & 안전
취급 및 사용시 표준 예방 조치를 준수한다. 환기 및 통풍이 잘되는 작업 환경에서 사용한다. 안
전 장갑을 착용하여 피부 접촉을 예방한다.
피부 접촉시 즉시 비누 또는 흐르는 물로 피부를 닦는다.
눈의 접촉을 피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MSDS를 참조한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본 자료의 정확성에 관하여 표현 및 추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본 정보 또는 자료의 허용치를 벗어나서 사용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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