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KON SEED EXTRACT

INCI NAME (PCPC): Raphanus Sativus (Radish) Seed Extract
INCI NAME (EU): Raphanus Sativus Seed Extract
CAS NUMBER: 84775-94-0
EC NUMBER: 283-918-6
JCLD: 561590

미국산

Daikon Seed Extract 제품 데이터 시트
오리건 농장은 무우싹 및 채소 생산을 위해 아시아 국가에 무우씨를 공급해왔습니다. Natural Plant Products는 이처럼
새롭고 특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Oregon 농장주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DAIKON SEED EXTRACT는
Raphanus sativus라고 하는 무우품종의 씨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의 에몰리엔트입니다. 이 성분에 담긴 지방산 조성은 현재
화장품 및 개인 생활용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른 식물성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제품입니다. 이 특별한 화학제품은 피부에
바르면 섬세하고 유분기 없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약한색상과 무취로 인해 다양한 응용제품에 사용하기 좋은
물질입니다.

일반 특성
외관:
색상:
향:

카테고리:

투명
매우 옅은 황금색
없음
진정, 보습, 광택

제품 특장점 및 용도
»»
»»
»»
»»

무취, 매우 옅은 색상
유분 없이 깔끔하게 표현됨
일부 헤어용 합성제품보다 성능이 우수
스킨, 헤어 및 바디 케어를위한 기본 제품

포장
드럼 용량: 190.5kg(420lb)
버킷 용량: 15.9kg(35lb)

보관 조건
10°– 25° C(50°– 77° F)의 온도로 밀봉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온도에서 최고 6개월 동안 용기를 재밀봉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열어둔 상태로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질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유효기간
표기된 저장방법에 따라 밀봉상태로 보관 시2년.

원산지 및 공급지
»» 생식질 — non-GMO
»» 종자 생산 — USA
»» 제조 — 미국, 캐나다

본 데이터는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평가,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Natural Plant Products, Inc.는 구매자가
자체적인 특별한 용도로 본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DAIKON SEED
EXTRACT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정확성 또는 결과에 관한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Natural Plant Products,
Inc.은 본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 상의 피해 또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Natural Plant Products의 DAIKON SEED EXTRACT에 관한 내용을 어떤 특허의 침해 또는 준거법 또는 법규를
위반하면서 사용하도록 권고, 제안,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Natural Plant Products, Inc. All rights reserved.

전화:
(503) 363-6402
팩스:
(503) 587-8717
이메일: sales@meadowfoam.com
P.O. Box 4306
Salem, OR 97302 USA
www.meadowfo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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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on Seed Extract 제품 데이터 시트
대표 지방산 구성요소
C16:0
C18:0
C18:1
C18:2

5%
2%
21%
10%

C18:3
C20:1
C22:1d13

11%
10%
33%

부가 정보
DAIKON SEED EXTRACT에는 Kemin Industries(아이오아 주 Des Moines)에서 제조한 로즈마리를 베이스로 한
항산화물질인 로사목스(Rosamox)가 0.3% (w/w) 함유되어 있습니다. DAIKON SEED EXTRACT의 구성요소는
다음 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학명

화학명

EC Number

CAS Number

함유량

Raphanus Sativus
Seed Extract

283-918-6

84775-94-0

99.7%

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

Helianthus Annuus
Seed Oil

232-273-9

8001-21-6

0.27-0.29%

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Leaf Extract

283-291-9

84604-14-8

0.01-0.03%

(INCI – US)

(INCI - EU)

Raphanus Sativus
(Radish) Seed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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