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ystal Clear FG Grease (식품등급 크리스탈 그리이스) 

 
• Crystal Clear Colorless, Odorless, non-Toxic, Non-Staining, Multi- 

 

 
Purpose Food Grade Grease. 

  
(무색, 무취, 무독, 무얼룩의 특성을 지닌 다목적 식품등급용 크리스탈 클리어 

그리스이다.) 

• Outstanding Anti-Rust & Anti-Corrosion Protection.  

 
(방청성과 내부식성이 아주 뛰어나다.) 

• Excellent Water Washout Resistance.(수세내수도가 아주 우수하다.) 
• Superior Aesthetic & Functional Qualities _ Ultimate Lubricating  

 

 

Solution to Food & Beverage Processing Plants, Printing Industry, Paper Mill, 

Pharmaceutical and Electronics Plants. 

 
(색상과 품질이 아주 뛰어남:  식음료 가공공장, 인쇄산업, 제지공장,  

  제약 및 전자공장에서 뛰어난 윤활성을 발휘한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38 Crystal Clear FG Grease is the most advanced multi-purpose  

 

synthetic food grade grease: 

오메가 38 크리스탈 클리어 식품등급용 그리스는 가장 우수한 다목적식품등급  

합성 그리스로서  
• Omega 38 is formulated to offer the highest aesthetic and sanitary value  

 
benefiting food processing, printing, pharmaceutical, medical and many  

  other high-end industries. 

 

 

(오메가 38 은 식품가공, 인쇄, 제약, 의약 및 다른 많은 첨단산업에서 발생되는 

 위생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 

• Omega 38 provides excellent water washout resistance and virtually no oil  

 

separation.  

(오메가 38 은 수세내수성이 아주 뛰어나며 실제적으로 유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 

  

Omega 38 helps reduce inventory with its versatile applications, long grease  

life and outstanding lubricity. 

 

(오메가 38 은 다목적 용도성, 긴 교환주기, 뛰어난 윤활성으로 인하여 재고비용을 

감소시킨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 성) 
Omega 38 is the colorless and clear food grade grease that:   

 

(오메가 38 은 무색투명한 식품등급그리스로서) 

• features excellent non-staining and sanitary characteristics 

 
.(얼룩이 남겨지지 않으며 매우 위생적인 특성을 갖고있다.) 

• delivers superior anti-rust and anti-corrosion protection. 

 
(방청성과 내마모성이 아주 뛰어나다. )    

• 

 

ensures excellent low temperature pump ability & performance, as well high temperature stability and 

protection. 

 
(저온 압송성 및 성능, 고온안정성, 윤활성이 아주 뛰어나다. )   



• stays in place with high adhesiveness and tackiness - superior anti-fling quality.   

 
(강한 응집력과 점착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부위에 강인한 유막을 형성하며, 비산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 

• Is non-toxic-safe to use and satisfies the most restrictive hygienic standards. 

  (무독이고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가장 엄격한 위생기준을 충족시킨다.)  

 
    

USE FOR  (용 도)  

Omega 38 Crystal Clear FG Grease is the "invisible" multipurpose grease that satisfies the most stringent 

greasing requirements 

of high-technology and food related industries and many innovative applications.  

(오메가 38 크리스탈 클리어 식품등급그리스는 첨단기술 및 식품관련산업, 혁신적인 산업 등에서 요구되는 가장 

가혹한 사용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 

    

•  Engineers and Maintenance Professionals use Omega 38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Including: 

  (엔지니어 및 정비전문가는 오메가 38 을)   

 

Food & Beverage Processing, Pharmaceutical, Medical Engineering, Electronics, Plastics & Bottling Plants, 

Canneries, Printing Industry and Paper Mills. 

  
(식음료가공, 제약, 의약공학, 전자, 플라스틱, 보틀링공장, 통조림공장, 인쇄산업, 제지공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Omega 38 Crystal Clear FG Grease complies wit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Federal Regulation 

178.3620 and NSF H-1 category.  

  (오메가 38 크리스탈 클리어 식품등급용 그리스는 FDA 연방규정 178.3620 및 NSF H-1 기준을 충족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