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nthetic biodegradable hydraulic fluid. 

(합성 생분해 유압유) 

  

• Outstanding biodegradability protects ground, topsoil & water tables.  
  생분해성이 뛰어나므로 대지, 표토, 수면에 떨어지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Superior formulation ensures stable power transfer & lubrication at extreme temperatures.  
  최고급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극온에서도 동력전이와 윤활성이 아주 뛰어나다. 
• Absolutely compatible with systems designed for conventional hydraulic oil.  
  일반적인 유압용 오일로서 사용해도 좋다.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607 synthetic biodegradable hydraulic fluid is engineered around the superior  

performance vegetable oils often used in hydraulic systems due to their biodegrability:  

오메가 607 합성생분해 유압유는 생분해 특성으로 인하여 종종 유압시스템에 사용되었던 저성능의 식물성 
오일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고급 성분을 가진 합성 에스테르로 제조되었다. 

  

• Omega 607's high degree of biodegradability provides outstanding protection for precious topsoil, ground  
and water tables. 

오메가 607 은 생분해성이 뛰어나므로 대지, 표토, 수면에 떨어지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Omega 607 is quality formulated to ensure stable hydraulic power transfer and superior lubrication even in  
temperatures ranging from -30'C to 120'C.  

오메가 607 은 최고급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30'C ~ 120'C 온도에서도 동력전이와 윤활성이 아주 뛰어나다.  

• Omega 607 is absolutely compatible with systems designed for conventional hydraulic oil.  
오메가 607 은 일반 유압용 오일로서 사용해도 좋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607 is a synthetic biodegradable hydraulic fluid that: 오메가 607 은 합성 생분해 유압유로서   

• Offers thermal stability and oxidation stability superior to the entire range of vegetable oils commonly used in 

hydraulic equipment used outdoors. 실외의 유압장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모든 식물성 오일보다도 

열안정성과 산화안정성이 아주 뛰어나다.  

• Provides smooth operation in hydraulic systems in high-load conditions and in long work hours at elevated 

temperatures.  

고하중 조건이나 고온의 장시간 가동되는 조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 Lubricates all contact and friction-prone areas while promoting longer operating life in most types of 

equipment.  

대부분의 기계장비에 오일의 교환주기를 연장하면서도 모든 접촉 및 마찰부위에서 뛰어난 윤활성을 발휘한다. 

• Has minimal effect on seals. 밀봉제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USE FOR 용도 

Omega 607 is the superior synthetic formulation that offers high performance characteristics comparable to 

mineral oils, but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ecologically non-damaging medium.  

오메가 607 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환경우호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전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최고급 합성 윤활유입니다.  

Omega 607 is recommended for applications where contamination of soil and water from hydraulic oil leakage is 

likely. Omega 607's high degree of biodegradability, coupled with its superio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makes it 

the ideal choice for use in forestry, wildlife, logging, agricultural, orchard, vineyard, construction, mining and other 

applications wher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a must. 오메가 607 은 유압오일의 누유로 토양이나 물의 오염이 

발생되는 부위에 사용되도록 추천된다. 오메가 607 은 아주 뛰어난 생분해 특성과 최고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임업, 

야생생물, 벌목, 농업, 과수원, 포도원, 건축, 광산, 환경보호가 절대 필요한 사용부위에 사용되어진다.  

Use Omega 607 confidently where equipment is run in heavy duty conditions in extreme cold or hot. 

장비가 초고온이나 초저온의 고하중조건에서 가동되는 장비에 확신있게 오메가 607 을 사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