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wax 660

Page 1 of 2

Prowax 660
ExxonMobil Specialties , South Korea
석유 슬랙(slack) 왁스

제품 설명
Prowax 660 석유 슬랙(slack)과 스케일(scale) 왁스의 Prowax 라인에 있는 중간에서 높은 범위의 녹는 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녹았을 때, 고체 상태
와 호박색에서 브라운색을 띄며 맑고 반투명한 수정같은 물질입니다. 이 제품은 엄격한 제어 과정의 정제를 거쳐 추출되는 석유제품입니다. Prowax
660은 곧은 가지 노말 파라핀과 분기 이소 파라핀 탄화수소로 구성된 혼합물입니다.

ExxonMobil 의 왁스는 ExxonMobi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ystem, EN ISO 9000나 동등한 수준에 의거하여 제조 관리됩니다.

적용 개소
Prowax 660 각 관할권*의 해당되는 법 또는 규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용 개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왁스 에멀전
• 왁스 이성질화 공급원료(feedstock)
• 왁스 블렌드
* 사용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성과 사양
특성

표준
표준방법
방법
방법(a)
(a)

Kinematic Viscosity @ 100 C, mm2/s

ASTM D445

Density @ 15 C, kg/m3

ASTM D4052

인화점, Cleveland Open Cup, °C

ASTM D92

220

동결온도, °C

ASTM D938

58.0

석유왁스의추출가능한용제, wt%

ASTM D3235

25

ASTM Color

ASTM D1500

L1.5

대표

최소

최대

7.0

9.0

842

68.0
30

주의 1: 제품들은 특정 값을 충족하는 발표에 근거하여 보증됩니다. 실제 값은 특정된 테스트 방법의 설정된 재생력 범위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주의 2: 사양 확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찰된 또는 계산된 값은 ASTM E 29 방법에 따라 한계 값을 기술하는데 사용된 마지막 중요한 숫자에서 가장 가까
운 단위에 반올림되어야 합니다.
(a)제품 특성의 보증보 위해서 표준 테스트 방법 대신에 대체 테스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
보건및
및안전
이 제품에 대한 보건 및 안전 추천은 물질 안전 자료 표 (MSD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msds.exxonmobil.com/psims/psims.aspx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상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Exxon Mobil Corporation이나 해당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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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care has been taken in the preparation of this informa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all warranties and/or representations,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re disclaimed, and no liability is accepted for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same.

Energy liv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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