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지 

고효율 Oil Filter 소개 
- HY-PRO USA - 

㈜솔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필터 Maker 인 미국의 HY-PRO사의 국내 Authorized Exclusive Ag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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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RO Filtratio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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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 HY-PRO Filtration 

  (주)솔지는 미국 HY-PRO사의 국내 독점대리점이며, 세계 최고의 명품 제품을 발전소 

를 비롯하여 철강,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군 등 전 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품질을 인 

정 받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솔지의 윤활관리 기술이 더하여져서 현장에서 HY-PRO Filter로 윤활 

유 및 작동유의 오염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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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 

0. Made in USA 제품으로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임. 

  (대부분의 경쟁사 제품은 중국제품) 

1. DFE Element (Dynamic Filter Efficiency) 

   : Dynamic Flow, 일명 Real World에 잘 견디는 제품 이며 베타율이 1,000임. 

2. Retention 이 강한 Element 

   : 경쟁사 제품 대비 Re-start시에 포집된 Particle 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적음. 

3. 정전기 발생 억제 Element 

   : 바니쉬의 원인인 정전기의 발생 억제되는 Element(선택) 

4. ISO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및 Test를 거친 신뢰성 있는 제품 

5. 경사형 기공 구조 

   : 흐름 입구는 큰 Pore, 나가는 곳은 작은 Pore 의 구조로 Depth Filter의 기능 

6. 가는 Glass Fiber 재질로 높은 포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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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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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전단의 X㎛와 더 큰 입자수 
                              여과율 βx     ≥   
                                                       필터후단의 X㎛와 더 큰 입자수 

 필터 분리능력은 베타율(βx)로 나타낸다. HY-PRO 제품은 전량 베타율이 1,000 이상임. 

SOLGE HY-PRO Filter의 장점(고 베타율) 



7 

SOLGE HY-PRO Filter의 장점(DFE;실제 상황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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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데이타는 경쟁사 제품은 맥동운
전(DFE) 시에 포집효율인 베타율이 현저
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SOLGE HY-PRO Filter의 장점(DFE;실제 상황에 강함.) 



9 

SOLGE HY-PRO Filter의 장점(DFE;실제 상황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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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Major 필터 
Maker 

HY-PRO(솔지)제품  

HY-PRO(솔지)제품  

본 실험 데이타는 필터의 포집효율인 베타
율을 측정한 데이터로서 경쟁사제품 대비 
HY-PRO 제품이 맥동(DFE)운전에도 베
타율이 기준치인 1,000을 지속적으로 만
족함. 

SOLGE HY-PRO Filter의 장점(DFE;실제 상황에 강함.) 

경쟁사 Major 필터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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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RO(솔지)제품  

본 실험 데이타는 필터가 멈추었다가 재차 가동 시에 포집된 이물
질이 다시 빠져나가는 양을 실험한 것으로 솔지 제품이 덜 빠져 나
가서 필터의 포집지속성이 우수함. 

SOLGE HY-PRO Filter의 장점(DFE;실제 상황에 강함.) 

경쟁사 Major 필터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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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DFE;실제 상황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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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정전기방지 여과재-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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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정전기방지 여과재-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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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경사형 기공) 

Filter Element 여과재의 Pore의 형성이 경사형구조로 되어 있어서  

입구에는 큰 입자를, 출구에서는 작은 입자를 포집하게 되어 포집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게 됨. 

Oi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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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Fiberglass Large F/G or Cellulose 

SOLGE HY-PRO Filter의 장점(가는 섬유질) 

Filter Element 여과재를 구성하는 Fiber는   

경쟁사 제품이나 타 재질(셀룰로스)의 제품 보다 견고하면서도 가는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많은 오염입자를 포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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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 HY-PRO Filter의 장점(ISO 규격) 

-오일 필터의 제작 기준인 6가지의 ISO 
  규정에 맞게 테스트하여 통과된 제품임. 
-미국내에서 엄격하게 품질관리하에  
  생산 수입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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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RO Filter는 기존 하우징에 호환됨. 

# 경쟁사 제품과 100% 호환되는 경쟁력있는 Filter Element 
    PALL, HYDAC 등 제품과 성능이나 수명 등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며,  그 외의 Maker의 제품도 모두 공급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