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포인트
 Bearings
 Chains
 Open tooth systems
 Linear guides
 Ball screws (주)비투솔루션



 Electromechanical 구동 방식으로 매우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신뢰성이 뛰어난 제품 입니다.

롤러, 베어링, 기어 및 구동 부에 대해 일정한

그리스 량을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견고한 고조이고 매우 정밀한 구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고용 량의 6V 리튬 배터리에

의해 작동 됩니다. 카트리지 용량은 150cc와

250cc가 있습니다.

 토출 압력은 7.5 bar이며, 온도에 관계없고

설정에 따라 최대 1년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주유 설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상 작동여부는 전면 LED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투명한 용기로 내부 그리스 레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olube – Precise Electromechanical Single-point Lubricationpoint Lubrication

Sololube 장점

 정밀하고 신뢰성이 매우 높음

 현장에서 작동 상태 확인 용이

 옥외 설치 용이

 출구 호스를 최대 2.5미터까지 연장

 원하는 윤활제 보충

 작동이 매우 쉬움

운전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



Sololube – Solid and Flexible

기술사양

구분 Sololube Basic

Drive

운전압력

급유주기설정

카트리지용량 150 cc

윤활제주도

사용온도범위

전원

중량 570 g

크기, H x ￠ 166 x 89 mm

모니터링 Red LED

 Sololube은 3가지 모델이 아래와 같이 있으며,

모두 같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Basic

 Sololube Basic

. 배터리가 내장된 Electromechanical 구동 방식

. Drive 장치 재 사용

. 카트리지 용량, 150cc

. 작동 상태 확인 용 Red LED

 Sololube XTRA 150

. 배터리가 내장된 Electromechanical 구동 방식

. Drive 장치 재 사용

. 카트리지 용량, 150cc

. 작동 상태 확인 용 Green / Red LED

 Sololube XTRA 250

. 배터리가 내장된 Electromechanical 구동 방식

. Drive 장치 재 사용

. 카트리지 용량, 250cc

. 작동 상태 확인 용 Green / Red LED

Sololube Xtra 150 Sololube Xtra 250

Electromechanical (재사용)

최고 7.5 bar

1 ~ 12개월

250cc 250cc

NIGI 2

-20℃ ~ 60℃

리튬배터리, 6.0V

570 g 698 g

x 89 mm 196 x 102 mm

Green & Red LED



Sololube – Precise Electromechanical Single-point Lubrication

 Sololube 급유주기 설정은 DIP 스위치에 의해 간단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현장 또는 옥외에서 먼지나 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윤활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 있습니다.

기술사양

구분 윤활제 온도범위

SOL-KA01 Universal grease –20°/+120

SOL-KA02 Universal grease with MoS2 –30°/+140

SOL-KA03 High temperature grease –40°/+220

SOL-KA04 High temperature grease –20°/+160

SOL-KA05 High pressure grease –30°/+150

SOL-KA06 Semi-fluid grease –40°/+

SOL-KA09 Biodegradable grease –40°/+120

SOL-KA10 Food Industry grease –20°/+160

SOL-KA14 Multipurpose oil –10°

SOL-KA15 High temperature oil –20°/+300

SOL-KA64 Biodegradable oil –20°/+100

SOL-KA70 Food Industry oil –30°/+100

SOL-KA100 Empty

표준 카트리지인 150 또는 250 cc에 모두 충진 공급합니다

point Lubrication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수동으로

있도록 투명 보호 캡이 공급됩니다.

있으며, 필요에 따라 카트리지 소진 시 현장에서 직접 충진 할

온도범위 중주제 기유 NLGI

/+120° Li / Ca Mineral Oil 2

/+140° Li Synth. 2

/+220° PHS PAO/Ester

/+160° Be Mineral Oil 2

/+150° Ca-Kompl. Mineral Oil 2

/+100° Li / Ca Mineral Oil 0

/+120° Li / Ca Ester 2

/+160° Al Mineral Oil 1

°/+90° - Mineral Oil -

/+300° - Ester/SHC -

/+100° - - -

/+100° - - -

- - - -

공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