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Data

 
 

 
  
ZetaLube 320 is high quality oil based, anti-wear universal maintenance 

oil packed with high additives suitable for lubrication of nearly all

 factory equipment.
  
 (제타루브 320은 최고급 베이스 오일과 최첨단 첨가제를 정교하게 합성하여 
 거의 모든종류의 현대 산업기계에 꼭 맞도록 제조된 다목적 기계유이다.) 

  
  
  

 Anti wear additive to provide superior load-carring capability and protection against wear to the load 

bearing surfaces of machinery/equipment.

(내마모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하중분산 능력이 뛰어나며 기계장비의 표면을 마모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한다.)

 
 High viscosity index (높은점도지수)

It is important that a high quality oil shall very, in regard to viscosity, by the least amount when 

subjected to changing temperature conditions. ZetaLube 320 has a high viscosity index which assures 

  a strong oil film and excellent performance at high and low temperatures with minimum change in

  viscosity at varying operating temperatures.

  (고품질의 오일이라도 온도가 변할 때 미량이라도 그 점도가 변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ZetaLube 320은 

  
높은 점도지수를 갖고 있어서 가동온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도 점도변화가 최소화되어 언제나 강한 유막을 

유지하여 최고의 윤활효율을 발휘한다.)

 
 Excellent oxidation resistance prevents build-ups of sludge and varnish which causes breakdown.

(탁월한 내산화성은 기계고장을 일으키는 슬러지와 바니쉬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막아준다.)

 

 High resistance to foaming (탁월한 기포방지 특성)

ZetaLube 320 contains an anti-foam additive give it a high capacity to resist formation of foam even   
at elevated temperature.

(제타루브 320은 기포방지제를 함유하고 있어 고온에서조차 기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Zetalube 320 makes it a superior lubricant for all type of bearing because of extreme oxidation 

resistance, excellent wear prevention, high viscosity index, high resistance to foaming.

(내산성, 내마모성, 높은점도지수, 불포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베어링 윤활에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Low acid value and good resistance to corrosion extends service life of machinery /equipment.

(저산가 및 내부식성이 뛰어나 기계장비의 사용수명을 최장기간 연장시킨다.)

  

 Zetalube 320 universal machinery lubricant can be used in the following systems: bath, wickfeed, 

dripfeed and other auto and semi auto system as well as by hand.



 
 
 

(제타루브 320 다목적 기계유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 - 유욕, 심지급유,적화급유,

밀폐식 순환 및 압력급유와 모급유와 같은 자동 및 반자동 윤활시스템 모두에 적합)

 
 Electric motor, compressors, turbine, high speed bearing torque convertors, chain drive, circulation 

  gear box, hydraulic equipment, vacuum pump, chain wire ripe, bushing, piv transmission,

machine tool zero-max, AJL.WJL, high speed separator, brower.

(: 전기모터, 컴프레샤, 터빈 고속베어링, 토크컨버터,체인드라이브, 순환식 기어박스, 유압장치, 

진공펌프, 체인,와이어로프, 부싱, PIV변속기, 공작기계, Zero-max, AJL,WJL, 고속세퍼레이트, 브로어 등)

  

15 Kg P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