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okeless” Hi-Temp Chain Lubricant. 

 (무연 고온 체인 윤활유) 

 
Specially formulated high-tech blend of extremely stable synthetic fluids.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합성기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Non-carbonizing even when used at elevated temperatures for extended periods. 

..장기간 고온에서 사용해도 탄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Ideal for high-cleanliness & high-temperature applications. 

..높은 청결과 고온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하는 게 이상적이다.  

 

  

SPECIAL FEATURES : 특징  

Omega 648 "Smokeless" Hi-Temp Chain Lubricant has been quality engineered and extensively tested to meet 

the ever-increasing demands of modern chain systems.  

오메가 648 무연고온 체인 윤활유는 오늘날 체인 시스템에서 제기되어온 요구사양에 부합하기 위하여 고급으로 

개발되었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 Omega 648 is a specially formulated high-tech blend of extremely stable, low-evaporation synthetic fluids 

오메가 648 은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저 증발 합성기유로 만들어졌다. 

• Omega 648 is non-carbonizing even when used at elevated temperatures for extended periods 

오메가 648 은 장기간 고온에서 사용해도 탄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Omega 648 is ideal for high-cleanliness and high-temperature applications. 

오메가 648 은 높은 청결과 고온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하는 게 이상적이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648 is the "Smokeless" high-temperature chain lubricant that: 오메가 648 은 무연 고온 체인 윤활유로서 

특성은 아래와 같다.  

• Has an unsurpassed "stay-in-place" property to ensure consistent, long-lasting, high-adhesion "wet" lubrication 

to chains and conveyors. 

점착성이 아주 뛰어나므로 크레인이나 컨베이어에 일관되고 장기적인 고 점착 습윤윤활을 보장한다.  

• Contains absolutely no silicones or solid lubricants. 전혀 실리콘이나 고체 윤활제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 Will not form hard lacquers or hard residues that can build up and block vital oilways. 

오일관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락커나 잔사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 Eliminates the need for continuous lubrication-has low evaporation loss and a high level of corrosion 

protection. 

계속적인 윤활필요성을 방지한다. 저증발 손실과 매우 뛰어난 부식방지특성을 갖고 있다. 

USE FOR: (용도)  

Omega 648 is especially suited for applications that require a clean production environment, such as drying and 

finishing in the textile industry and paint work curing in the automotive and electronics industry. 

오메가 648 은 청결한 생산환경이 필요한 직물산업의 건조 및 마무리 공정,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도장부위에 사용하는 

게 아주 적합하다.  

Use Omega 648 for: 

• Tenter Frames 

• Kiln Chains 



• Food Baking Oven Chains 

• Metal Heat Treatment Oven Chains 

• High-Temperature Tunnel 

• Dryers 

• Shrink Wrap Machines 

• Textile Auxiliaries 

• Steel, Plastic and Woodworking Proce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