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을 가속시켜 주는 진보된 솔루션

공작기계 산업에서 
성공을 가공하다



저희는 귀사의 특별한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고 
최고의 효율로 설비를 운영하실 수 있는 전문화된 
윤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제품
저희의 Mobil  윤활유와 그리스는 
핵심 설비를 보호하고, 가동 중단을 
줄이고 고객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희는 윤활유 제품과 함께 귀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전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는 
포괄적인 솔루션에 녹아들어 
귀사의 장비 운영이 새로운 레벨의 
안전, 환경 보호, 생산성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세계적인 서비스 포괄적인 솔루션

귀사와 같은 경쟁적인 산업에서, 작업장을 매끄럽게 운영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사의 고객들은 정확한 규격을 만족하는 정밀한 제품을 원합니다. 
갑작스런 - 그리고 비용이 드는 -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와 수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귀사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지속적인 애로 사항들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귀사가 
정밀 가공 산업에서 마주하실 조건들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

개소 제품  특징과 이점

습동면 Mobil Vactra™ Oil 
Numbered Series

• 스틱 슬립을 제거하여 정밀한 마감이 가능
• 다양한 범위의 적용으로 제품 통합 가능
• 장기적인 녹 및 부식 방지

유압 시스템 Mobil DTE 10 Excel™ 
Series

• 우수한 유압 효율†로, 잠재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약
•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보호 성능을 발휘하여 부품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를 줄임
• 가혹한 가동조건에서도 긴 오일 수명

† 

Mobil DTE™ 20 Series • 유지보수로 인한 가동 중단 시간과 비용 최소화
• 개선된 마모 및 바니쉬 보호 성능으로 부품 수명 연장
• 청정 성능으로 시스템 신뢰도와 성능을 높임

고속 스핀들
베어링

Mobil Velocite™ Oil Series • 퇴적물 형성을 최소화
• 정밀 파트에서의 진동을 감소

기어박스 Mobil SHC™ 600   Series • 전력 소비를 제한하여‡ 운영비를 절약
• 오일 교환 주기를 연장하여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 절약
• 트러블 없는 장비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

Mobilgear™ 600 XP Series • 마이크로피팅 방지 성능을 강화하여 갑작스런 가동 중단을 최소화
• 뛰어난 씰 호환성으로 누유와 유지보수 업무를 최소화

베어링 Mobilgrease XHP™ 220 
Series

• 수분 환경에서도 녹과 부식 방지
• 마모를 줄여 장비 신뢰성과 가동성을 높임

Mobilux™ EP Series • 오일 분리 현상을 막고 윤활유 소모를 제한함
• 중앙 그리스 급지 시스템에서도 우수한 펌핑 성능

에어 컴프레서 Mobil SHC™ Rarus Series • 특별한 성능과 긴 오일 수명으로 생산성 최대화
• 뛰어난 열/산화 안정성으로 유지 보수를 최소화
• 퇴적물 형성과 슬러지 형성 방지

절삭 Mobilmet™ 400/700 
Series

• 표면 마감과 정확도 향상
• 환경과 안전 관련 우려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 긴 공구 수명

호닝, 그라인딩 Mobilgrind™ Series • 미스트 및 악취를 줄여 작업 환경 개선
• 뛰어난 표면 마감 제공
• 염소 성분이 없어 안전하고 쉬운 폐기가 가능

절삭, 그라인딩 Mobilcut™ Series • 쉬운 사용과 유지 보수
• 긴 배치 수명과 중간 정도의 냄새
• 잠재적으로 제품 통합과 재고 감소

*장비와 가동 조건이 다양하므로, 장비 제작사 매뉴얼을 통해 장비 제작사의 우선 추천 윤활유를 확인하십시오. 
†에너지 효율성은 ExxonMobil 스탠다드 유압유 제품과 비교했을 때의 성능에만 연계됩니다. 사용된 기술은 표준 유압 개소에서 테스트한 결과 유압 펌프 효율에 있어 Mobil DTE 20 시리즈에 비해 최대 6%의 효율 향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 클레임은 가능한 산업 표준과 프로토콜에 의한 윤활유의 사용 결과에 기반하였습니다. 효율성 개선치는 가동 조건과 개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동일한 점도 등급의 기어 개소에서의 일반 오일과의 비교 테스트에서의 성능값에 의거합니다. 사용된 기술은 통제된 조건에서의 순환 및 기어 개소에서 테스트했을 때 최대 3.6%의 효율 향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효율성 개선치는 가동 조건과 개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bil 산업용 윤활유와 절삭유는 귀사의 정밀 가공 사업에서 지속되는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장비 제작사들은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성능과 최적의 장비 보호를 제공하는 저희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제품 - 아래 리스트를 포함하여* - 은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윤활유 분석

SM  

개소별 전문성   
Mobil Serv 서비스를 통하여, 저희의 
월드 클래스 엔지니어들이 귀중한 가이드와 
발군의 개소 지식으로 귀사의 안전, 환경 보호 및 
생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윤활유와 장비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런 
장비 가동 중단과 고가의 수리 비용을 피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Mobil Serv 사용유 분석 서비스를 
추천하여 드립니다. 전 세계의 설비 운영 고객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비와 윤활유에 관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장비 수리와 교체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Mobil Serv  서비스를 고려해 보십시오 – 귀사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이나, 유지보수 비용, 
장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광범위한 서비스는 
현장 금속가공유 유지보수, 현장 순환유 테스트/유압 점검, 오염 컨트롤 등을 포함하며, 
귀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가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SM

Mobil ServSM 서비스



We are committed to delivering expert lubrication 
solutions that meet your industry’s unique challenges 
and help keep your shop running at top efficiency. 

안전
긴 오일 및 장비 수명, 우수한 마모 보호를 통해 
특히 어려운 개소들에서의 유지 보수 작업과 
작업자 - 장비 접촉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드립니다. 

환경 보호*
긴 오일과 장비 수명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누출의 위험을 줄여 줍니다. 

생산성
개선된 장비 가동성과 트러블 없는 가동으로 
갑작스런 가동 중단을 줄여 생산성을 최적으로 
올려 드립니다. 

(Advancing Productivity  )™

정밀 가공 산업을 위한 
생산성 향상

*환경 영향 최소화 등 Mobil 상표의 특정한 윤활유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당사의 웹사이트(www.mobil.com/industria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제품, 운용 조건 및 개소에 따라 실제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군의 합성유와 서비스 프로그램은 
생산성 향상과 연결됩니다 - 중요한 안전, 
환경 보호 및 생산성 이점으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높여 드립니다. 



mobil.com/machine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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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안전

 

가능한 정보에 의거하여, 본 제품들은 위에 명시된 개소에 사용되고 MSDS에 
기재된 추천 사항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에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MSDS는 영업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위에 명시된 용도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미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실 때에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