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in, bushing and track roller grease 

That penetrates hard-to-lubricate points and stays there. 

 (오메가 64는 핀, 부싱, 트랙롤러용 그리이스로서 주입이 어려운 부위에  

침투성이 뛰어나고 또 유막의 보존성이 뛰어나다.) 

 
• Contains polar element compounds which cause it to cling tenaciously to metal  

 

  and form a protective film.  
  (뛰어난 점착성 향상 첨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금속에 대한 점착성이 뛰어나고  
  강한 보호유막을 형성한다) 
• Separates shafts from bearings, even at slow speeds, to prevent wear.  
  (저속의 경우라도 샤프트나 베어링 사이에 유막을 형성하여 마모를 막아준다.) 
• Positively does not drip (even when equipment is idle) because of built-in elastic .  
  recovery   (기계가 정지하더라도 복원성이 있기 때문에 흘러 떨어지지 않는다.) 

• Flows freely through small clearance entrances. (작은 급지구에도 부드럽게 침투한다.) 

• Seals out water and dirt. (수분과 먼지로부터 보호한다.)   

• Will not clog grease guns. (그리이스건으로 사용가능하다.)   

  

With OMEGA 64  you can greatly increase the bearing life of your expensive equipment.   

오메가 64 로 귀사의 값비싼 기계의 베어링수명을 안정시키십시오 !!!   

  

Omega 64 does all five things a pin, bushing and roller lubricant must do.   

(오메가 64 는 핀, 부싱, 롤러용 윤활제에 요구되는 5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킨다.)  

FOLLOWS MOTION: (운동추종성: 강한 점착성) 

Omega 64 follows the motion of large open bushings such as lubricated track rollers. It is stringy, tacky and sticky 

and follows the rotation of the open friction bearing even at low speeds. (오메가 64 는 트랙롤러와 같은 대형 

오픈부싱에도 운동추종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점착성이 있기 때문에 저속의 오픈 마찰 베어링의 회전에도 추종성을 

발휘한다.)  

HIGHLY WATER REPELLENT: (뛰어난 내수성) 

Omega 64 forms a seal that keeps water away from bearings. Water leads to rust and corrosion if allowed to 

make contact with metal, but Omega 64 eliminates this ganger as it is completely water proof. (오메가 64 는 

강력한 씰을 형성함으로 인해 베어링 부위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 윤활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녹이나 부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오메가 64 는 완전내수성이므로 그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 )  

PROVIDES HIGH LUBRICITY: (우수한 윤활성) 

Omega 64 carries up to 10% more oil than most lubricants because of the highly advanced base used. This gives 

more wide-spread lubrication of a higher quality. 

(오메가 64 는 최고급의 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래의 그리이스보다 10% 많은 오일분을 함유하고 있다. 때문에 

윤활성도 뛰어나다.)  

BUILT-IN FLUID ACTION: (유동성) 

Omega 64 will flow freely through the small clearance grease passages in track rollers or small pin areas in 

conveyor applications. This is due to its built-in fluid action and because of the high oil content. This guarantees 



you proper lubrication at all times. This product contains absolutely no asbestos as ordinary track roller lubricants 

do. Asbestos fibre greases will clog passages and act as abrasives. (오메가 64 는 트랙롤러의 작은 급지구 또는 

컨베이어의 핀 부위에도 부드럽게 침투해 들어가는 데 이것은 뛰어난 유동특성과 오일함유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적절한 윤활을 제공한다. 또 이 제품은 일반 트랙롤러 그리이스에 들어있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석면 화이버 그리이스는 그리이스 주입구를 막아서 마모를 촉진시킨다.)  

NOTE: Omega 64 is not recommended for use where an oil type product is specifies. (주의: 오메가 64 는 

오일타입에 추천되어서는 안된다) 

DRIP-PROOF: (적하방지성) 

Omega 64 has a built-in elastic recovery which keeps it from dripping on the track even when the equipment is 

idle. When ordinary greases are used the grease drips on to the track and picks up dirt which acts as a grinding 

compound and quickly wears down the case hardened surfaces and the pins joining the track section. (오메가 

64 는 기계가 정지할 때에도 흘러 떨어지지 않는 복원성이 있다. 일반 그리이스를 사용하면 그것이 트럭부위에 떨어져 

먼지가 부착되고 트럭부위의 표면이나 핀을 급격히 마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