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에서 침전물 제거 
 오염 제거 | 침전물  관리 

기술을 통핚 설비 수명 극대화 

with 
SOLVANCER 



▪ DECON은 바니쉬를 용해시킵니다. 
 
▪ DECON은 시스템 오염 제거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 DECON은 오일이 바니쉬를 형성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장기적인 침전물 관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DECON for: 

 
• Hydraulic Presses 

 
• Plastic Injection Molding 

 
• Mobile hydraulic equipment – mining or agriculture 

 
• Compressors 

 
• Gearboxes 

 
• Paper Machine Systems 

기계 및 윤활유 보호 
 
DECON은 특수 합성 API Group V 화학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뛰어난  
용해도 특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MPC, UC 및 Particle Counts로 측정 한 오일의 바니쉬 전위를 빠르게  
  감소 시킵니다. 
• 우수한 산화 안정성 및 침전물 제어 특성 
• 사용유의 성능 (예 : 공기 방출, 거품, 항유 화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체및 시스템에서 침전물 제거 
 
   오염물 제거                        침전물 제어                                  Deposit Control 
   •   오일교체 사이에  시스템의 효율적인 

 클리닝 

        •   Enhances the deposit control 

      systems in between fl uid changes.           performance of in-service fl uids. 

   •   Quickly and safely dissolves          •   Long-term system protection 
      organic deposits from the           against deposits, sludge & varnish. 
      machine internals. 

 
    DECON WORKS BY RAPIDLY DISSOLVING OIL 

       DEGRADATION DEPOSITS 
 
 
 
KEY FEATURES 

SOLVANCER with 

오염물 제거 
 

▪ 오일교체 사이에  시스템의 

  효율적인 클리닝 

▪ 기계 내부의 유기 침전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용해  

 

 

 

침전물 제어 
 

▪ 사용유의 침전물 제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침전물, 슬러지 및 광택에 대핚 

   장기적인 시스템 보호 

 

 

DECON은 오일열화 침전물을 빠르게 
용해시켜 줍니다. 

    DECON 사용처 
 
   • 유압 프레스 
 
   • 플라스틱 사출 성형 
 
   • 이동식 유압 장비 – 광업 또는 농업 
 
   • 압축기 
 
   • 기어 박스 
 
   • 제지 기계 시스템 



색상             투명함 

*Gravity° API,ASTMD1298 34.7 

RelativeDensity@60° F/60

° F, 

ASTMD1298 

0.8514 

FlashPoint° C(° F)(COC), 

ASTMD92 
202(396) 

뛰어난 장기 갂의 성능 
6주간의 가속 산화 테스트에서 열 스트레스를 받은  신유는 
위태로운 바니쉬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공 창출 
DECON이 투입된 동일한  신유는 6 주 후에 낮은 바니쉬  

상태를 보였습니다. 

. 

DECON  투입 결과 
 
▪ 정유 : 베어링 온도가 5C 이상  감소 
 
▪ 플라스틱 사출기 : 밸브 고착 방지 및 클램프 속도 증가. 
 
▪ 기어 박스 : 오일교환 사이에 석탄 분쇄기 기어 박스의 
                         슬러지 및 바니쉬 용해. 

 

오일 사양 

WEEK 0 WEEK 3 WEEK 6 

WEEK 0 WEEK 3 WEEK 6 

DECON은 사용유의 화학적 성질에 
호환성 영향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HELPING YOUR COST CONTROLS 
MAXMIZING ASSET LIFE 
 
We’re on a journey to deliver value to our customers by maximizing the life 

of their rotating equipment assets (not only of their fluids) through our Fill4Life TM 

program.  This program not only extends the life of their capital equipment and their 

fluids but also aims to support our customers’ quality and maintenance programs by 

minimizing their overall costs and waste.   The program leverages the entire Fluitec 

product and serv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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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관리 지원 
설비수명 극대화 
 
우리는 Fit4Life 프로그램을 통해 회전 장비  (유체뿐만 아니라)의 
수명을 최대화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핚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비 및 윤활유의 수명을 연장 핛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과 낭비를 최소화하여 고객의 품질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Fluitec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