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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H케미칼은 1975년 설립된 금속가공유제 전문 제조업체로서 자동차산업, 기계

금속산업, 전자산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고 특히 금속가공유제와 관련된 

제반 성능의 Performance 확보에 괄목할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작업현장의 특성에 일치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축적된 경험,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다양해진 산업활동 전반의 금속가공유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lex라는 브랜드를 도입하고 최고의 윤활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고 고객의 요구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명을 (주)DH케미칼로 변경하였

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성으로 모시는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이어

가고 최고 성능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System을 갖추어 귀사의 품질향상, 

원가절감, 공정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에 확실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DH케미칼은 미래의 첨단산업과 친환경적인 요구조건, 고난이도의 

작업특성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모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자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의 제품에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Olex  는 (주)DH케미칼 브랜드명입니다.R

Metalworking
Fluids for Industry

(주)DH케미칼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으로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전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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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인증현황
 ·KSA ISO 14001 : 2004 / ISO 14001 : 2004

   ·KSA 9001 : 2001 / ISO 9001 : 2008

저희 연구소는 최신의 금속가공유제 기술을 응용한 신제품의 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하여 유제의 성능개선, 수명증대 및 

작업 환경을 보호하고 고객의 품질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불만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귀사의 작업공정에 최적인 유제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업무에 연구소의 축적된 

Know-how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향상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최신의 설비와 연구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하도록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연구소 소개 생산설비생산설비

   생산품의 품질인증 현황
 - KS품질 표시허가 제품

  ·KSM 2173 (절삭유제)

  ·KSM 2127 (기어유)

  ·KSM 2129 (유압유)

  ·KSM 2126 (기계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방청유

  ·열처리유

0504

■ 연구소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2000년 11월 설립     ·기술제휴선 일본 대동화학공업㈜ : 

저희 회사에서는 엄선된 원료의 사용, 엄격한 공정관리와 생산설비의 현대화 등을 통한 일정한 품질의 제품생산으로 

고객의 요구조건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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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희석액) p H (10% Sol) 사용농도 (%) 적용재질

DH CUT 3100
탁월한 내부패성, 윤활성 및 방청성, 세정성을 제공.

각종 절삭 및 연삭공정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3 5～10 강, 비철

DH CUT 3100CF 윤활성 및 변색방지성이 요구되는 알루미늄가공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3 5～10 강, 비철

DH CUT 3100CF(A) DH CUT 3100CF의 변색방지성 향상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3 5～10 강, 비철

DH CUT 3100AL
윤활성 및 변색방지성이 탁월함.

70계열 알루미늄 가공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0 5～10 비철

DH CUT 4100
내부패성, 방청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액 교환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9 5～10 강, 비철

DH CUT 4200P
뛰어난 윤활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

윤활성이 요구되는 가공공정에 적용.

황   갈   색

유백색에멜젼
9.9 5～10 강, 비철

DH CUT 540
방청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무염소계 제품.

내부패성, 세정성 및 경수안정성 우수.

담   황   색

미색에멜젼
9.3 5～10 주철, 강 

OLEX CUT 541
방청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무염소계 제품.

내부패성, 세정성 및 경수안정성 탁월.

황   갈   색

유백색에멜젼
9.6 5～10 주철, 강 

OLEX CUT 5000
방청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무염소계 제품.

내부패성, 세정성 및 경수안정성 탁월.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7 5～10 주철, 강

BIOSTABLE TYPE EMULSION TYPE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희석액) p H (10% Sol) 사용농도 (%) 적용재질

DH CUT 350
범용으로 사용되는 절삭유제로서 각종 가공공정에 적용.

풀림성 및 타유분리성 우수.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6 5～10 강, 비철

DH CUT 350H
DH CUT 350의 내부패성 및 윤활성을 향상시킨 제품.

액 교환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4 5～10 강, 비철

OLEX CUT 2000
방청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무염소계 제품.

내부패성, 세정성 및 경수안정성 탁월.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7 5～10 주철, 강

OLEX CUT 2000D
방청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무염소계 제품.

내부패성, 세정성 및 경수안정성 탁월.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7 5～10 주철, 강

OLEX CUT 6500
뛰어난 윤활성 및 내부패성이 탁월함.

AL 변색방지성 및 윤활성이 요구되는 가공공정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7 5～10 강, 비철

OLEX CUT 6355
내부패성, 세정성, 기포성 및 변색 방지성이 탁월함.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CU, AL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7 5～10 강, 비철

OLEX CUT 6200DS
방청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액 교환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9 5～10 주철, 강

OLEX CUT 9000AF
아민 및 보론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임.

윤활성, 세정성, AL 부식방지성이 요구되는 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0 5～10 강, 비철

OLEX CUT 5500
탁월한 내부패성, 윤활성 및 방청성, 세정성을 제공.

각종 절삭 및 연삭공정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3 5～10 강, 비철

OLEX CUT 5700
윤활성 및 방청성, 세정성이 탁월함.

각종 절삭 및 연삭공정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0 5～10 강, 비철

OLEX CUT 5000SP
 윤활성이 및 AL 변색방지성이 매우 우수.

 극도의 윤활성이 요구되는 가공공정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0 5～15 강, 비철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NATURAL OIL TYPE (친환경절삭유)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희석액) p H (10% Sol) 사용농도 (%) 적용재질

DH NATURAL 100
1.식물성 지방(채종유와 대두유) 및 합성 Ester을 사용하여 

 윤활성이 우수하며 특히 AI가공에 탁월한 가공성능을 제공.

 (가공성의 향상, 공구수명 연장, 가공물의 표면조도가 향상)

2.미생물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특성을 제공하므로 액의 

  부패를  방지하는 특성이 탁월함.

3.비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 가공을 수용성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합.

황 색 투 명

미색반투명
9.6 5～10 강

DH NATURAL 200
황 색 투 명

유백색에멜젼
9.4 5～10 강, 비철

DH NATURAL 200RS
황 색 투 명

유백색에멜젼
9.4 5～10 강, 비철

OLEX CUT 9000
담  황  색

유백색에멜젼
9.2 5～10 강, 비철

수용성 절삭유
(Water Soluble Cutt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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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
(Water Soluble Cutt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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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SYNTHETIC TYPE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희석액) p H (3% Sol) 사용농도 (%) 적용재질

DH CUT 920TC
뛰어난 윤활성, 방청성, 소포성 및 내부패성을 제공.

베어링연삭 전용유제로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함.

담  황  색

미색반투명
9.8 3～10 주철, 강

DH CUT 500F
장비세정성 및 유화안정도, 내부패성이 우수.

범용 절연삭작업에 적용.

담  녹  색

녹색반투명
9.4 5～10 주철, 강

CIMIRON PA-200S
세정성 및 윤활성이 우수.

윤활성이 요구되는 알루미늄의 중절삭가공에 적합.

담  황  색

미색반투명
9.7 5～10 강, 비철

DH CUT 480
내부패성, 세정성 및 변색 방지성이 우수.

각종 알루미늄의 범용절삭가공에 적합.

담  황  색

미색반투명
9.6 5～10 강, 비철

DH CUT 4700D
내부패성, 세정성, 기포성 및 변색 방지성이 탁월함.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알미늄 Piston가공에 적합.

담  황  색

미색반투명
9.1 5～10 강, 비철

OLEX CUT 5000MG
윤활성, 내부패성, 세정성, 기포성 및 변색 방지성이 탁월함.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MG, AL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2 5～10

강, 비철

마그네슘

OLEX CUT 5000MG(B)
윤활성, 내부패성, 세정성, 기포성 및 변색 방지성이 탁월함.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MG, AL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3 5～10

강, 비철

마그네슘

OLEX CUT 5000MG(E)
내부패성, 세정성, 기포성 및 변색 방지성이 탁월함.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MG, AL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3 5～10

강, 비철

마그네슘

OLEX CUT 5000MG(EV)
내부패성, 세정성, 기포성 및 변색 방지성이 탁월함.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MG, AL 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2 5～10

강, 비철

마그네슘

OLEX CUT 6000
방청성, 장비세정성, 유화안정도 및 내부패성이 우수.

범용 절연삭작업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7 5～10 주철, 강

OLEX CUT 6100
방청성, 장비세정성, 유화안정도 및 내부패성이 우수.

범용 절연삭작업에 적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7 5～10 주철, 강

OLEX CUT 6100SJ
방청성, 장비세정성, 유화안정도 및 내부패성이 우수.

방청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캠샤프트 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10.3 5～10 주철, 강

OLEX CUT 6400FEAL
방청성, 장비세정성, 유화안정도 및 내부패성이 우수.

자동 희석공급장치가 사용되는 FE, AL 겸용 가공에 적합.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6 5～10 강, 비철

DH CUT 2100 방청성, 장비세정성, 유화안정도 및 내부패성이 우수.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7 5～10 주철, 강

OLEX CUT 3000
방청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액 교환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

미  황  색

미색 투명
9.8 5～10 주철, 강

OLEX CUT 8000
뛰어난 윤활성, 방청성, 소포성 및 내부패성을 제공.

전 금속 절연삭 유제로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함.

담  황  색

유백색반투명
9.3 5～10 강, 비철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OLEX CUT 5000MG

OLEX CUT 7100

● 제품용도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전용유제로서 각종 절삭작업에 적용.

·윤활성 및 세정성이 요구되는 중절삭가공에 적용.

● 제품특징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가공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
(1) 천연식물성기유 및 지방산 Ester를 사용하여 탁월한 윤활성을 제공합니다. 

(2)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인체유해성이 적습니다. 

(3) 유화안정도가 탁월하여 높은 경도에서도 유제수명이 길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세정성이 우수하여 장비의 청정도 및 Chip분리성이 우수합니다. 

(5) 철 및 비철금속(Mg, Al, Cu등)에 대한 부식방지성이 탁월합니다. 

● 사용농도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소재의 절삭가공 : 5 - 15%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소재의 연삭가공 : 3 - 5%

● 제품용도

·TV(LCD, LED) 및 휴대폰 강화유리의 연삭 및 절삭가공.

·광학, 석영, 화학강화기판유리의 연삭 및 절삭 가공에 적용.

·일반강, 주철, 합금강 및 자동차 안전유리의 연삭 및 절삭 가공에 적용.

● 제품특징

(1) 윤활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강화유리 연,절삭 가공 시에 저항감소로 유리조도를 향상 

(2) 유리침강성이 우수하여 표면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제 수명이 길고 깨끗한 관리가능.

(3)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우수하여 액의 부패를 방지함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제수명이 길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함으로 유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세정성이 우수하여 눈메꿈 현상을 방지하고,Chip분리 및 침강성이 우수하여 사용액 관리가 편리합니다.

(5) 소포성이 우수하여 거품으로 인한 문제점이 적습니다.

(6) 희석액의 외관이 투명해 가시도가 양호합니다.

● 사용농도

·화학강화기판유리 및 각종강의 연절삭가공 : 3 - 10% 

스마트폰 메탈케이스 가공용 / 수용성절삭유(KS W2종 2호)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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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
(Water Soluble Cutting Oil)

We are the family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희석액) p H (3% Sol) 사용농도 (%) 적용재질

DH CUT 530S
기포성, 윤활성, Chip침강성이 우수.

광학렌즈의 정밀연삭에 적합.

연 록 색

형광색투명
9.4 3～10 광학렌즈

DH CUT 630H
세정성 및 타유분리성이 우수.

동변색방지성이 요구되는 절연삭가공에 적합.

담 황 색

무색투명
9.5 3～10 강, 동

DH CUT 630HN
냄새 및 피부자극성이 적고 세정성이 우수.

절연삭공정에 적합.

청 록 색

녹색투명
9.5 3～10 강, 비철

DH CUT 700
윤활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내부패성이 탁월하고 액의 투명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청 록 색

녹색투명
9.6 3～10 강, 비철

DH CUT 700H
소포성, 방청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

액의 투명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청 록 색

녹색투명
9.7 3～10 주철, 강

DH CUT 701
내부패성, 방청성, 세정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액의 투명도가 유지되고, 잔류물의 끈적임이 적음.

담 황 색

무색투명
9.8 3～10 주철, 강

DH CUT 702
윤활성, 방청성, 세정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제품.

칩세정성 및 방청성이 요구되는 연삭가공에 적합.

황색투명

형광색투명
9.8 3～10 주철, 강

DH CUT 702H
윤활성, 방청성, 세정성 및 내부패성이 우수한 제품.

끈적임이 적고 윤활성이 요구되는 절삭 및 연삭가공에 적합.

황색투명

형광색투명
9.4 3～10 주철, 강

DH CUT 703
세정성 및 침침가성이 탁월하여 각종 철금속 연삭 및

AI합금 소재의 Valve Spool Centerless 연마에 적합.

담 황 색

무색투명
9.6 3～10 강, Al

DH CUT 703D
취기, 소포성, 내부패성 및 잔류물의 끈적임이 적음.

강, AL 연삭가공에 적함.

황색투명

형광색투명
9.2 3～10 강, Al

DH CUT 755
윤활성, 세정성, 소포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우수.

범용 절연삭가공에 적함.

황색투명

형광색투명
9.8 3～10 주철, 강

DH CUT 760
세정성, 소포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우수.

범용 연삭가공에 적함.

황색투명

형광색투명
9.8 3～10 주철, 강

DH CUT 760G 소포성, 방청성이 탁월한 범용연삭가공유. 
형 광 색

형광색투명
9.8 3～10 강, 비철

SYNTHETIC TYPE

상기수치는 대표치입니다. 

상기수치는 대표치입니다.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희석액) p H (3% Sol) 사용농도 (%) 적용재질

OLEX CUT 7000
방청성, 윤활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윤활성이 요구되는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함.

형  광  색

형광색투명
9.7 3～10 주철, 강

OLEX CUT 7000H
방청성, 윤활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극도의 윤활성이 요구되는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함.

형  광  색

형광색투명
9.7 3～10 주철, 강

OLEX CUT 7100
방청성, 윤활성, 소포성 및 Chip침강성이 우수. 

화학강화기판유리, 광학렌즈 및 철계의 정밀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9.4 3～10

유리

주철, 강

OLEX CUT 7100JNTC
방청성, 윤활성, 소포성 및 세정성이 매우 우수.

화학강화기판유리, 광학렌즈 및 철계의 정밀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9.3 3～10

유리

주철, 강

OLEX CUT 7100SEVT
방청성, 윤활성, 소포성 및 Chip침강성이 우수.

화학강화기판유리의 정밀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8.1 3～10

휴대폰

강화유리

OLEX CUT 7100TG
윤활성, 소포성 및 Chip침강성이 매우 우수.

화학강화기판유리용 UV INK 탈박리성이 매우 우수함. 

담 황 색

무색투명
7.9 3～10

유리

주철, 강

OLEX CUT 7100G
PDP, LCD, LED 강화유리 전용 가공유.

윤활성, 소포성 및 유리침강성 매우 우수.

담 황 색

무색투명
8.0 3～10 유리

OLEX CUT 7200SP
DIAMOND TYPE(전착용)의 사파이어 Slicing 전용 가공유.

윤활성, 소포성 및 칩 Hard-caking 방지성 매우 우수.

미 황 색

무색투명
8.5 3～10

사파이어

강, 비철

OLEX CUT 7200SW
SLURRY TYPE의 Slicing 전용 가공유.

윤활성 및 실리콘 카바이드 분산성 매우 우수. 

담 황 색

-
6.9 원액 Si

OLEX CUT 7200DW
DIAMOND TYPE(전착용)의 Slicing 전용 가공유.

윤활성 및 실리콘 분산성 매우 우수.

담 황 색

무색투명
9.7 3～10

Si

주철, 강

OLEX CUT 7300
실리콘 캐소드 및 링 전용 가공유.

윤활성, 소포성 및 실리콘 입자의 분산성 매우 우수.

담 황 색

무색투명
9.6 3～10

Si

주철, 강

OLEX CUT 7400
Synthetic형 자동 희석공급장치가 사용되는 철계용 정밀 

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10.0 3～10 주철, 강

OLEX CUT 7400AR
방청성, 윤활성, 소포성 매우 우수.

높은 경도에서 방청성이 요구되는 절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9.9 3～10 주철, 강

OLEX CUT 7500
윤활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윤활성(초경)이 요구되는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8.9 3～10 강, 비철

OLEX CUT 7500FE
윤활성, 내부패성 및 타유분리성이 탁월함.

극도의 윤활성이 요구되는 철계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적합.

미 황 색

무색투명
9.3 3～10 주철, 강

OLEX CUT 7600
전 금속 다이아몬드 컷팅 전용 가공유.

윤활성, 소포성 및 세정성 매우 우수.

미 황 색

무색투명
8.1 3～10 강, 비철

OLEX CUT 7700
윤활성, 세정성 및 휠 등의 지석가루 및 미세연마 Chip 잔류

방지성 매우 우수. 초경합금 및 그 외 카바이드 부품 가공을 

위한 최적화된 제품.

미 황 색

무색투명
9.1 3～10

카바이드

강, 비철

SYNTHETI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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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이하  B:5-10%  C:10%이상

상기수치는 대표치입니다. 

비수용성 절삭유
(Neat Cutting Oil)

유성계(비염소계)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동점도
(40℃;㎟/s)

인화점
(℃)

동판부식
(100℃)

지방
(%)

염소
(%)

유황
(%)

DH POLISHING OIL 21
광학렌즈의 polishing가공에 적용.

가공면의 표면조도가 우수하고 침전속도가 빠름. 
3.5 120 1a B - -

DH CUTOL 103 저점도, 고인화점으로 연삭가공에 적합. 3.0 120 1a B - -

DH CUTOL 10H
비철금속의 경절삭가공에 적합.

냄새발생이 적고 냉각성이 우수함. 
9.0 160 1a B - -

DH CUTOL 113G
CNC 자동선반가공 전용유제로 공구수명 연장. 

강 및 비철금속의 Piston shaft가공.
12.5 160 1a C - -

DH CUTOL 112H
비철금속의 다축자동선반가공에 적합.

인화점이 높고 Mist 방지효과가 탁월함.
14.0 206 1a C - -

DK ECOCOOL RS-25 MQL용 mist가공유 환경친화적인 제품. 24.0 256 1a C - -

DH CUTOL 18CF
일반강 및 비철금속의 고속절삭가공에 적합.

비산현상이 적고 발연현상 억제함.
20.0 200 1a B - -

연삭유(비염소계)

제    품 적용처 및 특징명 동점도
(40℃;㎟/s)

인화점
(℃)

동판부식
(100℃)

지방
(%)

염소
(%)

유황
(%)

DH CUTOL FG-5

공구강 전용 연삭유제.

연삭성 및 극압성이 탁월함. 

(연삭시 발생하는 버닝현상을 방지함)

5.5 144 1a A - A

DH CUTOL FG-10 9.0 190 1a A - -

DH CUTOL FG-20 40.0 220 1a A - -

OLEX CUTOL 100
강구 래핑전용 연삭유.

연삭성 및 chip 세정성이 탁월함.
6.5 150 1a B - A

DH CUTOL SG-10H
베어링강의 고속연삭유로서 mist 발생이 적고,

연삭성이 탁월함.
9.0 166 1a B - -

DH CUTOL SG-13H
인화점이 높은 치면연삭전용 연삭유.

우수한 비산 방지성능 및 세정성능을 제공.
12.0 200 1a B - A

OLEX CUTOL SG-20H 저취기형 기어연삭가공유로 비산방지성이 탁월함 12.1 210 1a B - A

OLEX CUTOL FG-13H
대구경 치연삭유 연삭성 및 극압성이 탁월함. 

(연삭시 발생하는 버닝현상을 방지함)
17.0 200 1a A - -

We are the family

유화계(비염소계)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동점도
(40℃;㎟/s)

인화점
(℃)

동판부식
(100℃)

지방
(%)

염소
(%)

유황
(%)

DAICUTOL MS-151K-2
Bearing Super Finishing가공유

윤활성, 세정성 및 Oil stain 방지성이 우수.
2.7 80 1a B - A

MS CONC-(K)
Bearing Super Finishing가공유.(고점도유제)       

윤활성이 우수하고 비산에 의한 증발이 적음.
3.1 110 1a B - A

OLEX CUTOL 803
Honing작업에 최적.

침투성 및 세정성이 우수하고 표면조도가 뛰어남.
3.8 130 1a B - A

DAICUTOL GIA-40A
자동선반의 가공에 적합.

합금강의 Reamer, Tap 등의 가공에 적합.
13.0 160 2a C - A

DAICUTOL GIA-40
합금강의 Gear Shaving, Hobbing, End-Mill가공.

각종 강의 선삭, Milling, Drill, Reamer, Tap가공.
26.0 200 2a C - A

DAICUTOL GIA-63
합금강의 Broaching, Drill, Reamer, Tapping등의  

가공에 적합.
13.5 155 3b C - A

DAICUTOL GIA-77
각종강의 helical Broaching, Reamer, Tapping등

의 자동선반 가공에 적합.
20.0 160 4a B - A

OLEX CUTOL 311
다량의 윤활제가 함유되어 탁월한 윤활성 및 

극압성을 제공.
11.0 165 1a C - A

OLEX CUTOL 315 저취기형 및 공구수명 향상. 14.5 170 1a C - A

OLEX CUTOL 325CF
취기가 적고, 가공표면의 조도가 뛰어남.

윤활성 및 극압성이 요구되는 난삭가공에 최적.

22.5 206 1a B - A

OLEX CUTOL 330CF 31.0 210 3b C - A

DH CUTOL 717CF

각종강의 Gear 및 밸브류 가공에 적합.

Mist 및 냄새가 적고, 우수한 가공성을 제공함.

17.5 190 4a C - A

DH CUTOL 723 23.0 170 4a B - A

DH CUTOL 725CF 27.0 190 1b C - A

A : 5%이하  B : 5~10%  C : 10%이상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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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용성 절삭유
(Neat Cutting Oil)

A : 5%이하  B : 5~10%  C : 10%이상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제    품 적용처 및 특징명 동점도
(40℃;㎟/s)

인화점
(℃)

동판부식
(100℃)

지방
(%)

염소
(%)

유황
(%)

DH ELECTRIC SPARK OIL
특수합금강, 초경합금강등의 방전가공유.

고인화점 제품으로 발연현상 및 냄새가 적음.
3.0 120 1a - - -

DH ELECTRIC SPARK OIL 20
특수합금강, 초경합금강등의 방전가공용으로 

세정성 및 냉각성이 우수함.
2.0 110 1a - - -

염화계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동점도
(40℃;㎟/s)

인화점
(℃)

동판부식
(100℃)

지방
(%)

염소
(%)

유황
(%)

DH CUTOL 804D
Honing작업에 최적.

침투성이 우수하고 표면조도가 뛰어남.
4.1 120 1a A A -

DH CUTOL 109
자동선반등의 절삭가공에 적합

일반강 , 비철금속의 범용절삭가공에 적합.
9.3 160 1a A A -

DAICUTOL RL-101
일반강 , 비철금속의 범용절삭가공에 적합.

세정성이 우수하고, 피부자극성이 적음.
9.5 160 1a A A -

DH CUTOL 18L
일반강 및 비철금속의 고속절삭가공에 적합.

비산현상이 적고 발연현상 억제함.
20.0 200 1a A A -

DH CUTOL 123
Gear Shaving, Hobbing등의 가공에 적용.

일반강, 합금강의 범용 절삭가공유.
25.0 200 1a C B -

DH CUTOL 123H
강, 비철금속의 고속가공에 적합.

Oil Mist 방지효과가 탁월하고 산화안정성 우수.
20.0 220 1a C B -

DH CUTOL PS-102DK
각종Gear류 등의 중절삭 가공에 적합.

가공표면조도가 뛰어나고 인화점이 높음.
30.0 220 1a C B -

OLEX CUTOL 200
범용 철 및 비철금속의 절삭 및 연삭가공에 적합.

냄새가 적고 비산방지성이 우수함.
23.0 200 1a A A -

방전가공유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동점도
(40℃;㎟/s)

인화점
(℃)

동판부식
(100℃)

지방
(%)

염소
(%)

유황
(%)

DH CUTOL 27N
각종 밸브류 및 Clutch master cylinder 가공 등

각종 자동차부품 가공공정에 적용.
12.0 160 1b A A A

DH CUTOL 115
육축자동반가공에 우수한 성능 제공함.

공구수명 연장 및 발연억제 효과가 우수.
15.0 180 1b A A A

DH CUTOL 100P CNC 자동선반가공 전용유제 

강 및 비철금속의 piston shaft가공

비산 방지 특성이 우수하고 공구수명 연장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

15.5 180 1a C A A

DH CUTOL 200P 23.5 196 1a C A A

DH CUTOL 213
Tapping, Gun Drill, Deep Hole Boring등의

가공에 적합.
16.0 160 4 A A A

DAICUTOL PS-513N
Tapping, Gun Drill, Deep Hole Boring등의

가공에 적합.
16.0 160 4 A A A

DH CUTOL 216
Broach, Deep Hole Boring, Tapping등의 정밀

가공에 적합.
12.0 146 4 C A A

DH CUTOL 243S
난삭가공용으로 표면조도 및 공구수명 연장에

탁월한 성능 제공.
19.0 148 4 C C B

DH CUTOL 725
각종강의 Gear 가공에 적용.

Mist 및 냄새가 적고, 우수한 가공성 제공.
27.0 202 1a C A A

DH CUTOL 725H
각종Gear류 등의 중절삭 가공에 적합.

가공성 및 가공면 조도가 탁월함
27.0 210 1a C C A

OLEX CUTOL 323D
각종 소재의 자동선반가공에 적합.

윤활성 및 Mist 방지효과가 탁월함.
27.0 204 1b C B A

OLEX CUTOL 328
Tapping M/C 전용.

Tap 수명연장 및 생산성 향상.
29.0 170 1a C C A

OLEX CUTOL 435 극압성이 우수하여 정밀도가 요구되는 가공에 적합. 34.0 205 4 C A A

유화염화계(중절삭용)

A : 5%이하  B : 5~10%  C : 10%이상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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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family

방청유
(Rust Preventives)

17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규  격 동점도

(40℃;㎟/s)
인화점

(℃)

피막
형태

방 청
기 간

DAIRUST D-361D
ㆍ각종 기어류, 베어링, 볼트, 너트의 단기방청용.

ㆍ냄새가 적고, 세척이 용이함. 

ㆍ엔진 캠샤프트 단기방청. 

NP-3 1.2 46 Oily
옥내

1개월

ANTIRUST 332A ㆍOT선 전용 방청유로 윤활성 우수함. NP-3 7.6 92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10
ㆍ정밀포장품의 세척겸 단기방청용.(속건성형)

ㆍ수치환성 우수하여 수세후 방청으로도 적합함. 

ㆍ방청후 잔류물이 거의 없어 방청피막의 끈적임이 적음.

규격외 1.0이하 상온 Oily -

ANTIRUST 20 규격외 1.0이하 상온 Oily -

ANTIRUST 20(2) 규격외 1.0이하 상온 Oily -

ANTIRUST 25 ㆍ선재의 세척겸 중기방청용.(속건성) 규격외 1.0 상온 Oily
옥내

3개월

ANTIRUST 23B
ㆍ선재의 세척겸 장기방청용.(속건성) 

ㆍ용접봉등 선재, COIL류의 방청에 적합.
규격외 1.0 상온 Oily

옥내

5개월

ANTIRUST 210S ㆍ일반기계부품 등의 방청용으로 범용 Type.

ㆍ수치환성 및 방청성이 우수함.  

NP-3 1.8 46 Oily 옥내

3개월ANTIRUST 220C NP-3 2.0 50 Oily

ANTIRUST 220S

ㆍ일반기계부품 등의 방청용

ㆍ자동차 부품의 방청용

ㆍ수치환성, 내염수성, Nonstain성이 우수함.

ㆍ엔진 캠샤프트 수출용 방청.

NP-3 1.9 46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303D
ㆍ원자재, Bolt, Nut의 중기 방청용.

ㆍ수치환성, 내염수성, Nonstain성이 우수함.
NP-3 2.3 60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303DA ㆍ저취형의 범용방청유로 수치환성 및 방청성 우수함. NP-3 2.2 60 Oily
옥내

3개월

ANTIRUST 303DS
ㆍ일반기계 부품의 최종방청에 적용.

ㆍ옥내보관품의 중장기 방청.
NP-3 2.5 60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303S
ㆍ일반기계 부품, 소결품 등의 최종방청에 적용.

ㆍ옥내보관품의 중장기 방청.
NP-3 3.2 58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307
ㆍ경강선 윤활방청용으로 윤활 및 방청피막을 형성함.

ㆍ수치환성 및 피탈지성 우수.
NP-3 4.0 110 Oily

옥내

2개월

ANTIRUST 330K
ㆍ경강선 윤활방청용으로 윤활 및 방청피막을 형성함.

ㆍ냄새가 적고 산화안정성, 수치환성, 피탈지성이 우수함.
NP-3 2.8 84 Oily

옥내

2개월

ANTIRUST 310
ㆍ원자재방청, 주조품, 단조품의 중기방청용.

ㆍ수치환성 및 방청성이 우수함.
NP-3 2.6 48 Oily

옥내

3개월

ANTIRUST 320
ㆍ원자재방청, 주조품, 단조품, 포장수출품의 장기방청용.

ㆍ수치환성 및 방청성이 우수함.
NP-3 4.0 82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320H
ㆍ각종 농기계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수출용의 장기방청용.

ㆍ원자재방청, 주조품, 단조품, 포장수출품의 장기방청용.

ㆍ냄새가 적고 방청성이 우수함.

NP-3 6.6 68 Oily

옥내

6개월
ANTIRUST 320Y NP-3 4.6 72 Oily

TORUST GH NP-3 4.6 72 Oily

DAIRUST D-261D ㆍ옥외 기계 부품등의 최종방청 NP-2 10.5 6.2 Oily
옥내

12개월

ANTIRUST 720S
ㆍ주조품, 단조품, 포장수출품 등의 옥외장기방청. 

ㆍ호박색 반경질 투명한 건조피막 형성 및 사용이 편리함.
NP-19 - 38이상 Wax

옥외

12개월

ANTIRUST 720
ㆍ주조품, 단조품, 포장수출품 등의 옥외장기방청. 

ㆍ호박색 반경질 투명한 건조피막 형성 및 방청성이 우수함.
NP-19 - 38이상 Wax

옥외

12개월

용제희석형 방청유 윤활방청유

수용성 방청유

제   품   명 용  도 규  격 동점도
(40℃,cSt)

인화점
(℃)

피막
형태

방청
기간

TORUST RM-900 윤활겸 방청, 일반기계부품, 강판용 산세 Oil의 방청. NP-9 10.0 162 Oily
옥내
3개월

OLEX COAT 2017 베어링 윤활겸 방청 NP-8 18.5 150 Oily
옥내
6개월

기화성 방청유

제   품   명 용  도 규  격 동점도
(40℃,cSt)

인화점
(℃)

피막
형태

방청
기간

ANTIRUST 1011
Engine/Fuel System, Gear Box등의 방청에 적합

밀폐부위나 도포하기 어려운 곳에 방청효과를 제공함.

NP-20-1 12.3 130 Oily -

OLEX COAT 1015 NP-20-1 5.12 112 Oily -

제   품   명 용  도 사용농도
(%)

pH
(5%)

외  관
(희석액)

피막
형태

방청
기간

ANTIRUST 200W
일반강 및 탄소강의 공정간 방청, 수압 Test 등에 적합.

수용성 가공후의 공정에 적용.
3-10 10.2

담황색

투  명
-

옥내

공정간

ANTIRUST 300X
수용성방청첨가제 및 공정간 방청, 수압 Test에 적합.

고온에서 사용시에도 방청성능 유지.
3-10 9.4

담활색

투  명
-

옥내

공정간

OLEX COAT 200
수용성 가공 후의 방청처리.

수용성 가공유의 방청첨가제로 적용.

옥내 보관품의 단기 방청.

3-10 9.8
미황색

투  명
-

옥내

공정간

OLEX COAT 200H
수용성 가공 후의 방청처리.

수용성 가공유의 방청첨가제로 적용.

옥내 보관품의 단기 방청 및 경수에서 방청성이 탁월함.

3-10 10.0
황  색

투  명
-

옥내

공정간

TORUST SW-1
Emulsion형 수용성 윤활방청제.

각종기계부품, BOLT, NUT등의 열처리후 방청에 적합
10-20 7.5

유백색

Emulsion
Oily

옥내

3개월

OLEX COAT 102
Pipe 조관 후 방청용으로 적합.

방청처리 피막의 건조 후 유화현상이 적음
20-30 7.6

유백색

Emulsion
Oily

옥내

3개월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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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성

동점도(㎟/s)

인화점
(℃)

냉각성능
사용유온

(℃)40℃ 100℃ 특성온도
(℃)

800∼400℃
(냉각초수)

MARTEMPER B-52 ㆍ종래 고온용 열처리유보다 점도가 낮아 oil의 

   소모량이 적어 경제적이며 피탈지성이 좋다.

ㆍ광휘 및 Gas 침탄소입에 사용되며 Bearing, 

   Gear, 자동차 부품등에 최적입니다.

ㆍMARTEMPER B-56D는 산화안정성이 우수합니다.

70.5 9.4 226 500이상 5.0이하 80～120

MARTEMPER B-56 115.0 12.4 236 500이상 5.0이하 80～120

MARTEMPER B-56D 115.0 12.5 238 500이상 5.0이하 80～120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성

동점도(㎟/s)

인화점
(℃)

냉각성능
사용유온

(℃)40℃ 100℃ 특성온도
(℃)

800∼400℃
(냉각초수)

MARTEMPER B-90
ㆍ고온에서 열적 산화안정성이 우수하며 변형이나

   crack의 위험성이 없다.

ㆍ주철, 일반탄소강 및 합금강 침탄 처리품 등에

   사용되며 광휘성이 우수합니다.

270 21.0 260 600이상 6.0이하 120～150

MARTEMPER B-90H 230 18.5 260 600이상 6.0이하 120～150

MARTEMPER B-154 460.0 30.0 310 600이상 6.0이하 150～200

We are the family

열처리유
(Heat Treatment Oil)

상온용열처리유 수용성열처리유

중온용열처리유

고온용열처리유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성 동점도
(40℃,㎟/s)

인화점
(℃)

냉각성능
사용유온

(℃)특성온도
(℃)

800～400℃
(냉각초수)

QUENCH OIL-125 ㆍ충분한 경화능을 지닙니다. 

ㆍ변형이나 crack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경화하기 어려운 소재의 소입용, 합금강의 

   분위기 소입에 최적입니다

ㆍQUENCH OIL 100S는 유수분리성이 우수합니다.

21.0 200 580이상 4.0이하 40～80

QUENCH OIL-100 21.0 202 580이상 4.0이하 40～80

QUENCH OIL-100S 21.0 200 580이상 4.0이하 40～80

QUENCH OIL-100H ㆍ산화안정성이 탁월한 상온용 열처리유 21.2 200 580이상 4.0이하 40～80

QUENCH OIL N-2 ㆍ100℃이하에서 최고의 열안정성,광휘성, 

    소입성이 우수한 광휘소입유입니다. 

ㆍ소입시 변형이나 crack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Bearing, Gear,기계,자동차 부품에 사용됩니다.

21.5 198 580이상 4.0이하 40～100

QUENCH OIL N-101 22.0 202 580이상 4.0이하 40～100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성 주성분 비  중
(15/4℃)

동점도
(40℃,㎟/s)

PH
(원액)

적정사용농도(%)

고주파소입 서브소입

SOLUBLE QUENCH NT-7

ㆍPAG를 주성분으로한 수용성 

   소입냉각제로서 고주파 소입 및

   일반소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ㆍCrack, 변형방지 능력이 우수합니다.

PAG

고분자중합체
1.06 460 10.1 5～10 10～20

SOLUBLE QUENCH ZN

ㆍ물과 Oil Type의 중간적인 소입

   냉각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에 최적.

ㆍ고주파 소입에도 매우 우수합니다.

ㆍ변형방지 및 내부패성이 우수합니다.

ㆍ저농도로 모든 소입이 가능합니다.

POLYISO-

BUTYLENE

고분자중합체

1.15 1000 11.6 2～4 -

SOLUBLE QUENCH NT-3

ㆍ만능 수용성 소입냉각제로서

   고주파에서 소재 소입까지 다양한

   재질에 적용됩니다.

ㆍ방청력이 우수합니다.

PEG

고분자중합체
1.08 100 10.2 5～20 15～25

SOLUBLE QUENCH DS
ㆍ소재 및 부품의 서브 소입 및 중합금

ㆍ강ㆍ고합금강의 고주파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PAG

고분자중합체
1.08 590 10.4 5～10 10～20

SOLUBLE QUENCH
TY-300

ㆍ만능 수용성 소입냉각제로서 

   고주파에서 소재 소입까지 다양한

   재질에 적용됩니다.

ㆍ타 제품에 비해 저농도에서의

   Crack 방지성이 우수합니다.

PAG

고분자중합체
1.06 450 10.0 5～15 15～25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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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중
(15/4℃)

동점도
(40℃)

인화점
(℃)

적용
재질

DH DRAW RP 60CF 비염소계형 냉간성형유로 방청성 우수 0.90 37 220

DH HEADING OIL 20N
각종 볼트,너트류 냉간성형유로 칩분리성 우수

0.89 28 200

일반강

고탄소강

SUS

특수강

DH FORMER  OIL 24 0.88 25 170

DH DRAW 100H 비염소계형 냉간 성형용으로 공구수명 우수 0.92 35 180

DH HEADING OIL 50
각종 중대형 볼트, 샤프트, 자동차 부품의 냉간 성형유로

극압성능 우수하고 펀치수명 우수

0.90 40 220

DH HEADING OIL 50SH 0.91 55 206

OLEX FORMER 800 0.94 45 210

We are the family

소성가공유
(Metal Forming Fluid)

21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소
성
가
공
유
＼

산
업
용
윤
활
유

건조형 펀칭유(열교환기용 알루미늄 핀 타발 전용)

냉간단조성형유

타발유(일반강 및 비철용)

프레스ㆍ인발유

조관유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중
(15/4℃)

동점도
(40℃)

인화점
(℃)

외  관

DH PUNCHING OIL G-1(7B) L사 승인제품. 윤활성,건조성등 품질검증 제품 0.76 1.4 54 무색투명

DH PUNCHING OIL 106 플라즈마재 전용으로 친수성능 우수함 0.76 1.4 54 무색투명

DH PUNCHING OIL 580A S사 승인제품. 윤활성,건조성등 품질검증 제품 0.76 1.4 54 무색투명

DH DRAW H-7A High pitch 핀 타발용으로 윤활성 우수함 0.77 1.6 58 무색투명

DH PUNCHING OIL 23H 고윤활성 펀칭유로 산업용 열교환기 적용가능 0.82 2.6 110 무색투명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동점도 (40℃) 외  관

DH DRAW 800LB 속건성형 타발유로 건조속도 빠르고 잔류물 없음 1.0 무색투명

DH DRAW 800H 대형모터코어용 고속타발유로 윤활성 특히 우수함 1.5 무색투명

DH DRAW 23HB(H) 모터코어용 타발유로 건조성 빠르고 잔류물 적음 1.4 무색투명

DH DRAW 2300DA 모터코어용 타발유로 타발 후 방청성 우수함 1.4 무색투명

DH PUNCHING OIL S 각종 비철금속 타발유로 윤활성, 건조성 우수함 1.4 무색투명

DH DRAW H-7B 고윤활성으로 각종 냉동기용 핀 타발유임 1.7 무색투명

DH DRAW H-8B High pitch용 고윤활성 알미늄 핀 성형유로 작업성 우수함 1.5 무색투명

DH DRAW 33L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타발유로 피세정성 우수함 2.4 무색투명

DH DRAW 33D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타발유로 윤활성우수 5.8 무색투명

DH DRAW 33LD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타발유로 윤활성우수 3.2 무색투명

DH DRAW 173A 비철금속의 타발유로 세정성, 완전휘발형으로 공정 개선효과 있음 1.4 무색투명

DH DRAW H-2 각종 비철금속의 윤활성 우수하고 PET소재류의 타발에도 적합함 1.4 무색투명

OLEX PUNCH 700 바오핀 성형에 적합한 유제로 윤활성과 건조성 조합이 우수함 1.4 무색투명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중
(15/4℃)

동점도
(40℃)

동판부식
(100℃)

외  관

DH DRAW AL-2KET 비철금속 타발, 프레스용으로 단자용 부품의 고속가공에 우수 0.83 3.0 1a 무색

DH DRAW AL-3 각종 비철금속의 타발, ,PRESS용 0.87 8 1a 담황색

DH DRAW AL-4 AL-3윤활성 개선품 0.87 9.5 1a 담황색

DH PRESS 15T 알루미늄 컨덴서 CASE용 PRESS유로 Filtering성 우수 0.87 15 1a 담황색

DH PRESS FB-100H 무염소계 파인블랭킹유로서 극압성, 윤활성 매우 우수함 0.96 198 4c 암갈색

DH DRAW 206A(TH) 무염소계형 Deep Drawing유로 극압성, 방청성 우수 0.91 90 1b 갈색

OLEX DRAW 700 SUS용 고윤활 드로잉유로 작업성 매우 우수함 1.02 92 4c 담황색

DH PRESS 1150H-4 전해캔덴서 케이스 가공유로 윤활성 우수 0.88 140 1a 담황색

DH PRESS 850SA 각종 소결품의 교정유로 윤활성 및 흑화처리성 우수 0.87 5 1a 미황색

OLEX DRAW 900L 각종 기계부품, 켄류의 드로잉용으로 극압윤활성 우수 0.98 38 1a 담황색

DH PRESS RP-40C 알미늄 2차 전지캔 드로잉유로 윤활성, 피세정성 우수 0.89 100 1a 담황색

DH DRAW 900C 원형전지켄 드로잉유로 윤활성, 피세정성 우수 1.00 65 1a 담황색

DH PRESS EV-903 자동차용 2차전지켄 드로잉유로 윤활성, 피세정성 우수 0.90 100 1a 담황색

DH DRAW 206H

각종강의 Deep drawing용으로 극압윤활성 매우 우수함.

고온에서의 극압성과 윤활성이 우수하고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유제를 선정할 수 있음.

oil stain방지효과 및 방청효과도 겸비하고 있는 유제임.

1.03 200 4c 암갈색

DH DRAW 206A 1.00 80 4c 담황색

DH DRAW 206L 1.02 25 4c 담황색

DH PRESS 500 0.93 40 4b 암갈색

DH PRESS 50EX 0.89 45 1b 암갈색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중
(15/4℃)

PH
(5%)

TYPE
(수용액)

추천농도
(%)

DAIROLL SF-22K 각종 pipe 성형유로 풀림성, 유화안정도 우수 0.91 9.5 유백색 에멀젼 3～10

DH ROLL 20 강관,형광의 성형용으로 내부패성, 방청성 우수 0.91 9.5 유백색 에멀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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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윤활유
(Lubricants for Industry)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산
업
용
윤
활
유

범용내마모성 유압작동유 기계유

습동면유

공업용 기어유

제품명 특  징 비  중
(15/4℃)

동점도
(40℃,㎟/s)

점도지수
(Ⅵ)

인화점
(℃)

색  상
(ASTM)

유동점
(℃)

DH HYDRO LUBE 32

ㆍ산화안정성 우수

ㆍ방청성 및 내마모성 우수

ㆍ윤활성 우수

ㆍ방기성, 소포성 및 수분리성 우수

ㆍ우수한 여과성

0.86 32.0 110 216 L1.0 -37.5

DH HYDRO LUBE 46 0.87 46.0 108 224 L1.0 -35.0

DH HYDRO LUBE 68 0.87 68.0 107 228 L1.5 -35.0

DH HYDRO LUBE 100 0.88 100.0 105 232 L1.5 -32.5

DH HYDRO LUBE 150 0.89 150.0 103 234 L1.5 -30.0

고급내마모성 유압작동유

제품명 특  징 비  중
(15/4℃)

동점도
(40℃,㎟/s)

점도지수
(Ⅵ)

인화점
(℃)

색  상
(ASTM)

유동점
(℃)

DH SUPER HYDRO LUBE 32 ㆍ산화안정성 및 열안정성이 우수하여 유제의

   수명이 길고 장기간 유제 사용이 가능하다.

ㆍ방청성 및 내마모성 우수

ㆍ윤활성, 항유화성 우수

ㆍ방기성, 소포성 및 수분리성 우수

ㆍ우수한 여과성

ㆍ특수한 마모방지제가 첨가되어 고부하가

   가해지더라도 장비를 보호하고 마모를 억제한다.

0.87 32.0 110 216 L1.0 -37.5

DH SUPER HYDRO LUBE 46 0.88 46.0 108 224 L1.0 -35.0

DH SUPER HYDRO LUBE 68 0.88 68.0 107 228 L1.5 -32.5

DH SUPER HYDRO LUBE 100 0.89 100.0 105 230 L1.5 -32.5

DH SUPER HYDRO LUBE 150 0.89 150.0 103 232 L1.5 -30.0

제품명 특  징 비  중
(15/4℃)

동점도
(40℃,㎟/s)

점도지수
(Ⅵ)

인화점
(℃)

색  상
(ASTM)

유동점
(℃)

DH GEAR OIL EP-68

ㆍ강한유막

ㆍ수분리성 우수

ㆍ전 금속에 대하여 녹이나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다.

ㆍ산화안정성과 내열안정성이 우수

ㆍ점도지수가 높고 소포성이 우수

ㆍ고도로 정제된 윤활기유 사용

ㆍ담색 투명하여 윤활 관리가 용이

0.88 69.0 108 220 L4.5 -32.5

DH GEAR OIL EP-100 0.89 99.9 107 222 L4.5 -32.5

DH GEAR OIL EP-150 0.89 151.0 104 226 L5.0 -30.0

DH GEAR OIL EP-220 0.89 222.2 104 230 L5.0 -27.5

DH GEAR OIL EP-320 0.90 320.1 102 240 L5.0 -22.5

DH GEAR OIL EP-460 0.90 458.7 103 250 L5.5 -22.5

DH GEAR OIL EP-680 0.91 679.0 101 312 L5.5 -20.0

제품명 특  징 비  중
(15/4℃)

동점도
(40℃,㎟/s)

점도지수
(Ⅵ)

인화점
(℃)

색  상
(ASTM)

유동점
(℃)

MACHINE OIL 10

ㆍ저온 기동 시, 고온운전 시 적정 점도 유지 

   - 원활한 작동 제공

ㆍ산화안정성 및 내열안정성 우수

ㆍ강한 윤활막을 형성하므로 윤활 부분의 마모를 방지

   - 기계수명 연장

ㆍ색상이 투명하여 가시도 우수

ㆍ기포 생성 경향이 적으며 온도 상승에 의한

   오일의 산화를 억제

ㆍ청정분산성이 우수하여 얼룩의 원인이 되는

   산화생성물 및 기타 불순물을 용해시켜 설비의

   수명을 연장

0.87 10.1 108 160 L0.5 -17.5

MACHINE OIL 22 0.86 22.4 105 206 L0.5 -17.5

MACHINE OIL 32 0.86 32.3 105 200 L1.0 -15.0

MACHINE OIL 46 0.87 46.2 103 206 L1.0 -15.0

MACHINE OIL 68 0.87 68.1 103 216 L1.5 -12.5

MACHINE OIL 100 0.88 99.8 102 224 L1.5 -12.5

MACHINE OIL 150 0.89 149.9 100 232 L2.0 -12.5

MACHINE OIL 220 0.89 221.0 100 236 L2.0 -10.0

MACHINE OIL 320 0.90 320.0 100 274 L2.5 -10.0

MACHINE OIL 460 0.90 462.0 100 320 L3.0 -7.5

기계유(습동면 겸용)

제품명 특  징 비  중
(15/4℃)

동점도
(40℃,㎟/s)

점도지수
(Ⅵ)

인화점
(℃)

색  상
(ASTM)

유동점
(℃)

DH HEAVY HYDRO LUBE 32 ㆍ산화안정성 우수

ㆍ방청성 및 내마모성 우수

ㆍ소포성 우수

ㆍ항유화성 우수

0.86 31.9 108 220 L0.5 -30.0

DH HEAVY HYDRO LUBE 46 0.86 46.1 105 232 L0.5 -27.5

DH HEAVY HYDRO LUBE 68 0.87 68.3 105 240 L0.5 -22.5

제품명 특  징 비  중
(15/4℃)

동점도
(40℃,㎟/s)

점도지수
(Ⅵ)

인화점
(℃)

색  상
(ASTM)

유동점
(℃)

DH WAY LUBRICANT-32
ㆍStick Slip 방지성, 점착성 우수

ㆍ우수한 내마모성 내마찰 특성

ㆍ장비에 대한 녹 방지성 및 부식방지성 우수

ㆍ균일한 윤활성능 제공

ㆍ하중 전달성 및 유막강도가 우수

ㆍ산화안정성 및 열안정성 우수

0.88 32.1 108 216 L1.0 -22.5

DH WAY LUBRICANT-68 0.88 68.3 105 228 L1.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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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family

세척제
(Metal Cleaner)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원액)

pH
(3%)

사용방법

농 도 (%) 온 도 (℃) 세척방법

DAICLEANER R-208A-50
각종 자동차용 강 및 알미늄부품 세척용으로

소포성이 탁월하여 저·고압 Washing machine에 우수함.
무색투명 10.2 3~10 40~60 SPRAY

DAICLEANER R-630-DPX
비철금속, 주철,기계부품의 세척용.

세척력 우수하며, 특히 방청력이 탁월함.
담황색투명 9.6 3~8 40~60 SPRAY

DAICLEANER  R-313DC
각종 부품의 세정공정에 적용.

저기포성이며 세척력 및 방청성이 우수함.
무색투명 9.5 3~10 40~60 SPRAY

DH CLEANER R-208A-60N
각종 부품의 세정공정에 적용.

세척력 및 방청성이 우수하며, 세척잔류물이 적음.
무색투명 9.6 3~10 40~60 SPRAY

DH CLEANER R-208A-60H
각종 부품의 세정공정에 적용.

DH CLEANER R-208A-60N의 방청성 개선.
무색투명 10.2 3~10 40~60 SPRAY

DH CLEANER R-208A-70H
각종 부품의 세정공정에 적용.

세척력 및 방청성이 탁월하고, 타유분리성이 우수함.
담황색투명 9.7 3~10 40~60 SPRAY

DAICLEANER S-305
CD방지용 세척제.(냉연강판의 최종세척용) 

냉연강판의 소둔시 CD방지제.
암갈색투명 9.5 0.5 상온~40 SPRAY

DAICLEANER R-200
범용 알카리세정제.

무기염 함유가 없으며 세정성 및 방청성이 우수함.
담황색투명 9.3 3~10 40~70 SPRAY

DAICLEANER R-209
일반강및 주철의 세정에 사용.

저기포성 및 공정간 방청성 제공.
무색투명 9.6 3~10 40~70 SPRAY

DAICLEANER R-252
기계부품, 주철, AL제품의 세척겸 일시방청.

강관의 수압 TEST용. 
담황색투명 9.1 3~10 10~50

SPRAY

침적

DH CLEAN E
EMULSION형으로 세척겸 윤활방청용.

Tension levellor공정에 적용.
암갈색투명 9.3 3~5 상온~40 SPRAY

DH CLEAN ALG
Al전용 세척제.

세척성 및 Al변색 및 부식방지효과가 탁월함.
담황색투명 8.5 3~10 40~60 SPRAY

DH CLEAN 1000FAL
강 및 비철금속(Al 및 동)의 세척용.

방청성, Al 변색방지성 및 세정성이 우수함.
미황색투명 9.2 3~10 40~60 SPRAY

DH CLEAN 175AL(H) 비철금속 세척제로 세정성이 탁월함. 미색투명 12.0 3~10 45~60
침적

초음파

 CHEMILITE CP-40JT CONC
각종 기어류의 EBW전 세정제로 사용.

각종 기계부품의 세정 및 일시 방청에 적용.
담황색 9.5 0.2~0.7 60~80 SPRAY

 CHEMILITE M-1 CONC
각종 기어류의 EBW전 세정제로 사용.

방청성, 세정성, 소포성이 우수하고, 세척잔류물이 적어

용접불량을 억제하고 전극수명을 연장함.

담황색 8.6 0.2~0.7 60~70 SPRAY

 CHEMILITE LE-2000 CONC
각종 기어류의 EBW전 전용세정제로 사용.

탁월한 세정력을 제공함. (세척잔류물이 거의 없어 

세정제에 의한 용접불량이 감소됨)

담황색투명 8.4 0.2~0.7 60~80
SPRAY

초음파

세
척
제

세척 및 중간방청용 중성형 세정제

염소계 세정제  

탄화수소계 세정제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원액)

pH
(3%)

사용방법

농 도 (%) 온 도 (℃) 세척방법

DAICLEANER R - 530
저공해성, 인체유해성이 적은 수용성 세척제.

유기용제를 대체할 우수한 세척력을 발휘함.
황색투명 7.6 3～10 상온～60

침적

초음파

DAICLEANER R - 530L
저공해성, 인체유해성이 적은 수용성 세척제.

탁월한 세척력을 발휘함.
황색투명 7.6 3～10 상온～60

침적

초음파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원액)

비 점
(℃)

사용방법

농 도 (%) 온 도 (℃) 세척방법

DH SUPER CLEAN 60 인화점이 없고, 사용취급이 용이함.

강, 비철금속 전반에 사용이 가능함.

세정력이 우수하고 세척후 잔류물이 없음. 

액의 수명이 길고 안정함.

무색투명 42 원액 상온～50
증기

초음파

DH SUPER CLEAN 70 무색투명 87 원액 상온～90
증기

초음파

DH SUPER CLEAN 90
강, 비철금속 전반에 사용.(인화점·발화점이 없음)

CFC계열 대체품으로 사용.(증발성이 우수함)
무색투명 32 원액 상온～40

증기

초음파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외 관
(원액)

인화점
(℃)

사용방법

농 도 (%) 온 도 (℃) 세척방법

DH CLEAN 700

인체유해성이 적고 냄새가 순함.
세척후 건조성이 우수함.
비철금속 전반에 사용.
진공세척기용 세정액으로 사용.

무색투명 80 원액 상온

침적
spray

DH CLEAN 800G 무색투명 42 원액 상온

DH CLEAN 800H 무색투명 54 원액 상온

DH CLEAN 60SA 무색투명 58 원액 상온

DH CLEAN 60TK 무색투명 64 원액 상온

DH CLEAN 60X 무색투명 48 원액 상온

OLEX CLEAN 77 무색투명 87 원액 상온

DH CLEAN 50
건조속도 매우 뛰어나 세척후 얼룩발생이 없음.
세정력 우수하여 각종 금속의 세정에 적용. 

무색투명 10이하 원액 화기주의 침적

OLEX CLEAN 630
세정성이 우수하여 각종 금속의 범용세정에 적용. 

무색투명 34 원액 상온 침적

DH CLEAN 600 무색투명 40 원액 상온 침적

DH CLEAN 600H 세정성이 우수하여 각종 금속의 범용세정에 적용. 무색투명 51 원액 상온
침적
spray

OLEX CLEAN 66W 자동차 호스 및 파이프 내부 청정도 세정제에 적용. 무색투명 52 원액 상온
침적
spray

DH CLEAN 210
수치환용 세척제.
공정간 세정에 적용.(수용성가공후 세정에 적용)

미황색투명 94 원액 상온～60 침적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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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윤활유제
(Special Lubricants)

회사 연혁

2015년 03월   …    삼성전자 베트남공장 스마트폰 메탈케이스 가공절삭유 국내 최초 수출 

2014년 10월   …    2014 세계 표준의 날 KS인증대상 수상

2012년 11월   …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금속노동조합)

2012년 10월   …    비금속가공유 개발 

2010년 02월   …    2차 전지용 Can 드로잉유 개발

2010년 07월    …    동호물산(주)에서 (주)DH케미칼로 사명변경 

2007년  12월    …    펀칭유 단일 ITEM 10,000DM/년 판매달성 

2007년 01월    …    Olex 브랜드 도입 및 상 표등록 

2005년 09월    …    베어링 연삭유 개발

2004년  10월    …    ISO 9001 인증 취득, ISO 14001 인증 취득

2003년 09월    …    나노 - 플라즈마용 펀칭유 개발

2002년  12월    …    공장동 및 연구소 증·개축 

2002년  02월    …    중국 상해공장(SANGHAI TECTYL OIL & CHEMICALS CO,.LTD) 설립

2001년 02월    …    에어컨 열교환기용 펀칭유 수출개시

2000년  08월    …    산업용윤활유 KS(KSM2126, KSM2127, KSM2129) 품질표시허가 취득 (유압유, 기계유, 기어유)

2000년 12월    …    부설기술연구소 설립인가   

1999년 11월    …    에어컨 열교환기용 타발유 엘지전자㈜로부터 승인완료

1999년 11월    …    업무용전산프로그램(ERP) 개발완료 & 업무전산화 도입

1998년  05월    …    생산설비 증축(Blending Tank 외)

1995년  06월    …    유망중소기업 지정

1993년 12월    …    시험실 증·개축

1990년 04월    …    생산설비 증축(Blending Tank 외)   

1985년 03월    …    절삭유제(KSM2173) KS 품질표시허가 취득  

1976년 11월    …    일본 대동화학공업(주) 기술제휴 체결

1975년 08월    …    동호물산주식회사 설립

● 본사 및 공장 : (467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137번길 3(남산동)  TEL.(055)283-3241~4  FAX.(055)283-3245

● 본사 영업부 : (5153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137번길 3(남산동)  TEL.(055)283-3242  FAX.(055)283-3245

● 광주영업 소 : (622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135번길 30-21(비아동)  TEL.(062)953-3905  FAX.(062)954-0971

● 중부 영업소 : (1635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3 제일오피스텔 408호(율전동)  TEL.(031)243-3670  FAX.(031)243-3671

● 경북 영업소 : (429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본4길 68-1  TEL.(053)523-1683  FAX.(053)523-1685

● 부산영업소 : (46759)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 1로 215 새미래오피스빌딩 608호(신호동)  TEL.(051)973-3241  FAX.(051)973-3242

● 베트남지사 : NO. 905, The garden building, My Dinh-Me Tri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001-84-12-9474-9982  

● 판매사

 ·동 호 화 학 : (513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54번길 14-14(팔용동)  TEL.(055)281-6855~6  FAX.(055)281-6857 

 ·동 호 산 업 : (41757)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7길 46-9(이현동)  TEL.(053)562-3003  FAX.(053)552-3777

 ·동호물산 부산영업소 : (46735)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588번길 8(녹산동)  TEL.(051)971-6681  FAX.(051)971-6682

 ·동호윤활유 : (4496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연화길 13  TEL.(052)247-1683  FAX.(052)247-1685

 ·대 성 물 산 : (5150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상남동) 603호  TEL.(055)262-7973  FAX.(055)262-7974

 ·제일윤활유상사 : (514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50번길 68(팔용동) 146호  TEL.(055)288-5151  FAX.(055)288-5343

 ·그린케미칼 : (52062)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전2길 84  TEL.(055)583-5182  FAX.(055)282-0427

 ·태성케미칼 : (15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37-9, 302동 1층 114호(원곡동)  TEL.(031)506-5189  FAX.(031)411-5185

 ·한국특수윤활유 : (27868)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66  TEL.(043)535-5353/6353  FAX.(043)535-7353

 ·민성오일텍 : (1833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당바위로 209-6, B동  TEL.(031)227-5146  FAX.(031)227-5164

 ·우성에퍼트코리아(서울사무소) : (14928) 경기도 시흥시 범안로 390번길3-1(계수동)  TEL.(031)404-5140  FAX.(031)404-5142

본사 및 영업소

특
수
윤
활
유
＼

회
사
연
혁
＼

본
사 
및 
영
업
소

냉간단조윤활제-일액형(AQUALUB)

품  명 특  징 적용처

CFW-3 피막건조성 및 윤활성 우수 기어, 샤프트의 냉간단조

CFW-39 피막건조성 및 윤활성 우수 기어, 샤프트, CVJ의 냉간단조

CFW-87J 고윤활성, 방청성 우수, 부착량 저감 기어, 샤프트, CVJ의 냉간단조

A-110 고윤활성 알미늄합금, 일반가공, 임팩트프레스

A-1245 고윤활성 알미늄합금, 일반가공, 임팩트프레스

알루미늄 냉간압연유

제 품 명 적용처 및 특징 비중
(15/4℃)

동점도
(40℃;㎟/s) 

인화점(℃) 외관

ROLL 700 냉간압연유로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용 0.81 1.7 77 무색

ACR 700 압연첨가제. 윤활성 및 스테인방지성능 우수 0.85 7.7 130 무색

작업환경 향상을 위해 흑연을 함유하지 않은 수용성 온·열간단조용 윤활이형제

온ㆍ열간단조윤활제

품  명 타  입 특  징 적용처

HOT AQUA LUBE  # 300TK 수용성
온ㆍ열간단조, hot former―. 

고온 부착성, 고윤활, 냉각성, 유수 분리성 우수 
등속조인트, 각종 샤프트

HOT AQUA LUBE  # 300HVS 수용성
유정관 Up SET  미건조 가공에 우수

저형온도로의 부착성, 윤활성 우수 
각종 기어류, 등속조인트

HOT AQUA LUBE  # 270 수용성
온ㆍ열간단조. 

고온 부착성, 고윤활, 냉각성, 유수 분리성 우수 
각종 기어류 및 엔진밸브류

HOT AQUA LUBE  # S-30 수용성
엔진 진공관 등의 열간단조. 윤활성 우수

알카리 금속 free
엔진밸브류

알미늄이형제

품  명 타 입 특징 및 적용처 성  상

OLEX AQUA LUBE 7710 수용성
일반 다이캐스팅 주조용, 

고온부착성, 건조성, 윤활성, 이형성
(외관)유백색에멀젼

HOT AQUA LUBE AL-300 수용성
일반 다이캐스팅 주조용, 

고온부착성, 건조성, 윤활성, 이형성 우수
불휘발분(%) 30

HOT LUBE P-850 유성 PLUNGER Chip에 도포. 액안정성, 윤활성 우수 동점도(40℃,mm2/s) 900

LAUREL AL-325PE 유성 알루미늄 slab 연속 주조. 고온 윤활성, 내소부성 -

상기 수치는 대표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