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masyn FG Grease (초고온 FG 식용등급 불소 그리이스) 

      
 Excellent Oxidative & Thermal Stability. 

 

최고성능을 자랑하는 내열성,내산화안정성이 있습니다. 
 Outstanding Resistance to Solvent and Most Aggressive Chemicals. 

뛰어난 내용제성과 거의 모든 활성화학 물질에도 견딥니다. 
 Long Service Life  

수명이 깁니다 
 Versatile Applications 

다용도성입니다.  
  High Performance Food Grade EP Bearing Grease

  뛰어난 성능을 가진 식용 등급 극압베어링용 그리이스입니다. 

  

    

SPECIAL FEATURES (특 성)     
OMEGA 26 ThermaSyn FG Grease is the advanced EP bearing grease formulated for applications 
particularly in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오메가 26 초고온 FG그리이스는 식음료산업계의 기계설비용으로 최신기술로 개발한 극압용 그리스입니다.  
  

 OMEGA 26 offers long service life and hence reduces maintenance costs.  
오메가 26은 수명이 길어 정비보수경비를 줄여줍니다.  

 OMEGA 26 offers excellent lubrication to equipment and machines under extreme temperatures. 
오메가 26은 초고온에서도 뛰어난 윤활성이 있습니다. 

 OMEGA 26 is specially designed to withstand high load and severe shock load-safeguarding bearing parts 
오메가 26은 고하중과 높은 충격에도 견딥니다- 따라서 베어링 부품을 보호합니다. 

 OMEGA 26 meets and exceeds NSF’s H1 requirements for lubricants with incidental food contact for use  
in and around food processing area.  

  오메가 26은 식음료가공공장에서 돌발적으로 식품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기계설비에 사용가능한 NSF H-1 규격 

  을 능가하며 NSF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OUTSTANDING PROTERTIES (특 징)    
OMEGA 26 ThermaSyn FG Grease is formulated with the most advanced synthetic base fluid/thickener that: 

 Ensures low temperature fluidity and high thermal stability for excellent performance from -25℃ to 280℃. 
오메가 26 초고온 FG 그리이스는 최신기술로 개발한 합성기유와 증주제로 제조되어, 초고온에서의 안정 
성과 저온에서의 유동성이 매우 뛰어나 -25℃~28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Features excellent EP protection under high or shock loading conditions. 
뛰어난 극압성을 갖고 있어 고하중이나 충격에도 견딥니다. 

 Provides excellent thermal and oxidative stability and outstanding resistance to chemicals and water. 
뛰어난 내열성, 내산화안정성과 내화학성, 내수성이 있습니다. 

  Offers excellent anti-wear protection to the equipment and machines. 

  뛰어난 내마모성을 갖고 있어 기계설비를 완벽히 보호합니다.    

      

      

 

USE FOR (사 용 처)  

OMEGA 26 ThermaSyn FG Grease is the innovative high-temperature EP bearing grease that satisfies critical 
and specialty applications especially in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오메가 26 초고온 FG 그리이스는 혁신적인 고온, 극압용 그리스로서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가동하는 기계설비, 특히 식음

료 산업용으로 최적입니다.   

•Lubrication of equipment and machineries in food processing & packing, canning and bottling 

factories. 



  

식품가공, 식품용기, 통조림, 보틀링 공장  

•Lubrication of bearings and roller bearings of track & chain conveyors going through food baking 

ovens.식품건조로의 트랙, 체인, 콘베이어의 롤라베어링 등의 베어링  

• Lubrication of O-rings, plastics & ceramics, couplings, instruments, valves & railway switch machine 
Bearings. 

O-링, 플라스틱 및 세라믹, 기어카플링, 계측기, 밸브, 레일스위치 베어링  

•Lubrication of pressure release and plug valves and pumping equipment handing highly corrosive or 

reactive liquids. 

고부식성, 활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계설비- 압력 리리저, 프라그밸브,펌프설비  

•And many other maintenance applications below 280℃ 

그 밖의 280℃까지의 고온설비 정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