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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S PROFILE
특수 윤활제는 미래의 산업입니다.

우리 장암인은 미래의 윤활에 대한 연구와 개발로서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로 뭉쳐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기업인들입니다. 

장암칼스주식회사는 1980년 말에 5인의 자그마한 회사로 출발하여 현재 대지 23,600m², 건평 4,900m²의 공장을 갖추고 약 300여종의 특수 윤활제를 생산해

내며 국내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기업입니다.

장암칼스주식회사는

첫째,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개발로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환경을 위하여 책임지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합니다.

위 세가지 정신으로 특수윤활제 업계의 국내 선두 자리는물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1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신기술로 이어지는 새로운 품목들이 앞

날을 매우 밝고 만족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암칼스주식회사는 세계속의 기업으로 손색없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이며 고객의 불편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연구하여 항상 최고의 제품을 만들 것을 약속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CALS CORPORATION is
1. cultivating the competent and qualified staffs.
2. stepping up to the customers with new technical development.
3. concerning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Specialty Lubricant Industry, we are the exporter to 15 countries, including the USA, Japan, China, Indonesia, etc. as well as the leader of domestic 
market.
Also, our new items by the improved technology will make our prospect bright.

We'll always rush and go to stand the prime company in global market and we do our best to study and make the best products which our customers are 
fully satisfied.

장암상사 설립

Establishment of 

CHANG AM trading company

장암엘에스(주) 상호변경

Changed the company name

" CHANG AM LS"

인주공장 준공식
장암칼스주식회사 상호변경

Founded Manufacturing Factory of 

Specialty lubricants(INJU-MYEON,ASAN-SI),

Changed the company name 

" CALS CORPORATION"

장암칼스주식회사
본사이전(서울)

Transfer head 

quarter to Seou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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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W-13TJ
Anti-wear and Low Friction Grease (Tripod Joint)

CASMOLY CW-13TJ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It has an excellent anti-wear and low 
friction property for the exclusive use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It maintains a low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metal materials under extreme pressure, and so it minimizes 
abrasion and protects a flaking phenomenon in C.V Joint.
Also, it protects the abnormal-noise and vibration.

Description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W-13TJ Test Method

Appearance Gray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310~340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W Max. 39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Four Ball E.P. (kg) Min. 200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60 ASTM D 2266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Low 
Temperature 

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0,000
ASTM D 1478

Running Max. 4,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wear and low friction
• Good oxidation stability
• Heat resistance and anti-rust.
• Service temperature: -30℃ ~ +18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Polyurea thickener
• Additives (anti-wear agent, friction modifier, 

molybdenum sulfide, etc.)

Application 
• Constant velocity joint in automobile
• Sorts of anti-wear bearing, motors
• Joint and spline shaft

CASMOLY CW-13TJ
내마모 및 저마찰력용 그리스 (Tripod Joint)

CASMOLY CW-13TJ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한 그리스로 내마모성 및 저마찰성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리스입니다. 또한, CW-13TJ 그리스는 극압하에서의 금속과 금속 접촉시에 낮은 마찰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모를 최소화하

고, 등속조인트에 적용시 박리현상을 막아주고 이상소음 및 진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낮은 마찰계수

• 방청성, 산화안정성이 우수함

• 우수한 고온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80℃

주요성분

• 폴리우레아, 정제광유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MoS2 등)

적용부위

•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회흑색 -

혼화 주도(25℃) 310~340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390 이하 KS M 2051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0.5 이하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내마모(4-Ball), mm 0.6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200 이상 ASTM D 2596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10,000 이하
4,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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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XD-550
E.P and durability grease (Birfield Joint)

CASMOLY CXD-550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with various additives of special lubricant.
It has excellent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compared with other grease, and has superior anti-wear and excellent 
extreme pressure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has good performance for BJ (Birfield Joint)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due to its durability and heat resistance propertie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XD-550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300~330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W Max. 6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3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f/cm2) Max. 0.5 ASTM D 942

Four-Ball Wear (mm) Max. 0.60 ASTM D 2266

Four-Ball Welding (kg) Min. 315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8,000
ASTM D 1478

Running Max. 3,000

Typical PropertiesAdvantages
• Excellent anti-wear and E.P. properties
• Excellent Thermal and durability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30℃ ~ +160℃
• Good Anti-Oxidation and Anti-rust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Urea Thickener
• Additives

(Friction modifier, Anti-wear agent, MoS2, etc)

Application 

• CV Joint (especially Birfield Joint) 
In automobile

• Sorts of EP bearing
• Joint and spline shaft

CASMOLY CXD-550
극압 및 고내구성용 그리스 (Birfield Joint)

CASMOLY CXD-550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하고, 다양한 첨가제를 배합한 특수한 그리스로 동종 그리스에 

비해 고온 내구성이 우수한 그리스입니다. 또한, 극압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리스이며 특히, 내구성과 내열성

이 우수하여 C.V.Joint의 B.J(Birfield Joint)에서의 성능에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극압성

•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함

• 방청성, 산화안정성이 우수함

• 사용온도범위 : -30℃ ~ +160℃

주요성분

• 정제광유

• 우레아 증주제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MoS2 등)

적용부위

• 자동차 등속 조인트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혼화 주도(25℃) 300 ~ 330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60 이하 KS M ISO 2137

적점(℃) 23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wt%) 3.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1.0 이하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6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315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8,000 이하
3,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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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XD-150
Anti-wear and Low Friction Grease (Tripod Joint)

CASMOLY CXD-150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It has an excellent anti-wear and low 
coefficient of friction property for the exclusive use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It maintains a low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metal materials under extreme pressure, and so it minimizes 
abrasion and protects a flaking phenomenon in C.V Joint. 
Also, it protects the abnormal-noise and vibration.

Description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XD-150 Test Method

Appearance Gray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300~32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W Max. 39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0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Four Ball E.P. (kg) Min. 160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70 ASTM D 2266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8,000
ASTM D 1478

Running Max. 4,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fiction and low friction  
• Good oxidation stability
• Heat resistance and anti-corrosion
• Service temperature: -30℃ ~ +18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Polyurea thickener
• Additives (anti-wear agent, friction modifier, 

rust inhibitor etc.)

Application 
• Constant velocity joint in automobile
• Sorts of anti-wear bearing, motors
• Joint and spline shaft
• Sorts of bearing under EP and wear

CASMOLY CXD-150
내마모 및 저마찰력용 그리스 (Tripod Joint)

CASMOLY CXD-150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한 그리스로 내마모성 및 저마찰성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리스입니다. 또한, CXD-150 그리스는 극압하에서의 금속과 금속 접촉시에 낮은 마찰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모를 최소화하

고, 등속조인트에 적용시 박리현상을 막아주고 이상소음 및 진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낮은 마찰계수

• 방청성, 산화안정성이 우수함

• 우수한 고온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80℃

주요성분

• 폴리우레아, 정제광유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MoS2 등)

적용부위

• 자동차 등속 조인트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회흑색 -

혼화 주도(25℃) 300 ~ 32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390 이하 KS M 2051

적점(℃) 20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0.5 이하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내마모(4-Ball), mm 0.7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160 이상 ASTM D 2596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8,000 이하
4,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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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VX-712
Anti-wear and durability grease (Tripod Joint)

CASMOLY VX-712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It has an excellent anti-wear and durability 
property for the exclusive use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It has good performance for C.V. (Constant Velocity) Joint because it maintains a relatively low coefficient of friction 
duting metal and metal contact under high load conditions, minimizes wear and prevents flaking, and eliminates 
abonormal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Description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wear and low friction
• Good oxidation stability
• Good durability
• Service temperature: -30℃ ~ +18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Polyurea
• Additives 

(anti-wear agent, friction modifier, etc.)

Application 
• Constant velocity joint in automobile

(Especially, Tripod joint)
• Sorts of anti-wear bearing
• Joint and spline shaft

CASMOLY VX-712
내마모 및 고내구성용 그리스 (Tripod Joint)

CASMOLY VX-712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한 그리스로 내마모성 및 내구성능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

리스입니다. 또한, VX-712는 극압하에서의 금속과 금속 접촉시에 낮은 마찰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모를 최소화하고, 등속조인

트에 적용시 박리현상을 막아주며 이상소음 및 진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저마찰성

• 우수한 산화안정성 및 내구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80℃

주요성분

• 폴리우레아, 정제광유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등)

적용부위

•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특히 Tripod Joint)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310 ~ 340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400 이하 KS M 2051

적점(℃) 23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wt%) 3.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0.5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45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20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10,000 이하
4,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Test Items CASMOLY VX-712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310~340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W Max. 40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3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Four Ball wear (mm) Max. 0.45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200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0,000
ASTM D 1478

Running Max. 4,000



14 │ www.changam.co.kr │ 15

Go Smooth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CASMOLY CXD-300
Grease for high temperature and low friction (Tripod Joint)

CASMOLY CXD-300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It has an excellent anti-friction property for 
the exclusive use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CASMOLY CXD-300 grease has excellent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compared to other greases. It maintains a low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metal materials under extreme pressure, and so it minimizes abrasion and protects a 
flaking phenomenon in C.V Joint. Also, it protects the abnormal-noise and vibration.

Description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XD-300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300~328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40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2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Four Ball E.P. (kg) Min. 160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60 ASTM D 2266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8,000
ASTM D 1478

Running Max. 4,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wear and low friction  
• Long term lubrication property
• Excellent high temperature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30℃ ~ +18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Urea thickener
• Additives

(Anti-wear agent, Friction modifier, MoS2)

Application 
• Constant velocity joint in automobile
• Sorts of anti-wear bearing
• Joint and spline shaft
• Sorts of bearing under EP and wear

CASMOLY CXD-300
고내열성 및 저마찰력용 그리스 (Tripod Joint)

CASMOLY CXD-300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한 그리스로 내마모성 및 저마찰성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리스입니다. 또한, CXD-300 그리스는 다른 그리스에 비해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극압하에서 금속간의 접촉시에 낮은 

마찰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모를 최소화하고, 등속조인트에 적용 시 박리현상을 막아주고 이상소음 및 진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낮은 마찰계수

• 장기윤활성

• 우수한 고온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30℃ ~ + 180℃

주요성분

• 우레아 증주제, 정제광유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MoS2 등)

적용부위

•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혼화 주도(25℃) 300 ~ 328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400 이하 KS M 2051

적점(℃) 22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0.5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 0.5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6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16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8,000 이하
4,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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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XD-200
Excellent thermal and durability grease (Birfield Joint)

CASMOLY CXD-200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with various additives of special lubricant 
and MoS2. 
It has excellent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compared with other grease, and has superior anti-wear and excellent 
extreme pressure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is excellent in durability and heat resistance, and it has good 
performance for BJ (Birfield Joint)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due to its durability and heat resistance propertie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XD-200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295~32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8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3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Four-Ball Wear (mm) Max. 0.65 ASTM D 2266

Four-Ball Welding (kg) Min. 250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5,000
ASTM D 1478

Running Max. 1,200

Typical PropertiesAdvantages
• Excellent anti-wear and E.P. properties
• Excellent durability and heat resistance 

properties
• High temperature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30℃ ~ +180℃

(For short period: max. +20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Urea Thickener
• Additives

(Friction modifier, Anti-wear agent, MoS2)

Application 
• CV Joint (especially Birfield Joint)

 In automobile
• Sorts of EP bearing

CASMOLY CXD-200
고내열성 및 고내구성용 그리스 (Birfield Joint)

CASMOLY CXD-200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한 그리스로 다양한 특수 윤활제와 MoS2가 함유되어 있는 내

구성능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리스입니다. 또한, CXD-200 그리스는 다른 그리스에 비해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우

수한 내마모성과 내하중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하여 CVJ의 BJ(Birfield Joint)에서의 성능에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극압성

•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함

• 우수한 고온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30℃ ~ + 180℃

주요성분

• 폴리우레아, 정제광유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MoS2 등)

적용부위

•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특히 Birfield Joint)

• 각종 내하중 베어링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혼화 주도(25℃) 295 ~ 32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380 이하 KS M 2051

적점(℃) 23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1.0 이하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내마모(4-Ball), mm 0.65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25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5,000 이하
1,2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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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VX-15CJ
E.P and Low-Friction grease (Propeller Shaft)

CASMOLY VX-15CJ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with various additives of special lubricant 
and MoS2. It has excellent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compared with other grease, and has superior excellent 
extreme pressure performance. 
It has good performance for P/S (Propeller Shaft) and C.V. (Constant Velocity) Joint because it maintains a relatively 
low coefficient of friction during metal and metal contact under high load conditions, minimizes wear and prevents 
flaking, and eliminates abnormal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VX-15CJ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265~340 ASTM D 217

Low temp. Penetration(-30℃) Min. 15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Oxidation Stability (kgf/cm2) Max. 0.5 ASTM D 94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Water washout (wt%) Max. 5.0 ASTM D 1264

Four-Ball Wear (mm) Max. 0.60 ASTM D 2266

Four-Ball E.P Welding (kgf) Min. 400 ASTM D 2596

Four-Ball E.P LNSL (kgf) Min. 80 ASTM D 2596

SRV COF (Avg) Max. 0.13 ASTM D 5707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0,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0

Typical PropertiesAdvantages
• Excellent anti-wear and E.P. properties
• Excellent heat resistance properties
• Good anti-oxidation, anti-rust
• Service temperature: -30℃ ~ +170℃

(For short period: max. +20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Urea Thickener
• Additives

(Friction modifier, Anti-wear agent, MoS2)

Application 
• CV Joint in automobile 

(especially Birfield Joint)
• Joint and spline shaft
• Sorts of bearing under EP and wear

CASMOLY VX-15CJ
극압 및 저마찰용 그리스 (Propeller Shaft)

CASMOLY VX-15CJ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하고 다양한 첨가제와 MoS2를 배합한 그리스로 내하중성이 뛰어나고 

다른 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고온 안정성이 우수한 등속조인트용 그리스입니다. 

높은 하중 조건에서의 금속과 금속 접촉시에 비교적 낮은 마찰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모를 최소화하고 등속조인트와 프로펠러 

샤프트에 적용시 박리현상을 막아주고 이상소음 및 진동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극압성

• 우수한 산화방지성

• 우수한 내열성, 방청성

• 넓은 사용온도범위 : -30℃ ~ +170℃

주요성분

• 정제광유

• 우레아 증주제

• 첨가제(내마찰제, 내마모제, MoS2)

적용부위

•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

• 극압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베어링 부위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혼화 주도(25℃) 265 ~ 340 KS M ISO 2137

저온 주도(-30℃) 150 이상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wt%) 3.0 이하 KS M 2050

동판부식 1 이하 KS M 2088

산화안정도, kgf/cm2 0.5 이하 KS M 2049

증발량(wt%) 1.0 이하 KS M 2037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10,000
5,000 이하

KS M 2130(6.20)

수세내수도(wt%) 5.0 이하 KS M ISO 11009

내하중(4-Ball, LNSL), kgf 80 이상 ASTM D 2596

내하중(4-Ball, WELD), kgf 400 이상 ASTM D 2596

내마모(4-Ball), mm 0.6 이하 ASTM D 2266

SRV-COF Avg 0.13 이하 ASTM D 5707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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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XW-15BJ
E.P and durability grease (Birfield Joint)

CASMOLY CXW-15BJ is based on refined mineral oil and thickened by urea with various additives of special lubricant.
It has excellent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compared with other grease, and has superior anti-wear and excellent 
extreme pressure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has good performance for BJ (Birfield Joint) of C.V. (Constant Velocity) 
Joint due to its durability and heat resistance propertie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XW-15BJ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290~320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W Max. 40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4.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Four-Ball Wear (mm) Max. 0.60 ASTM D 2266

Four-Ball Welding (kg) Min. 315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0,000

ASTM D 1478
Running Max. 4,000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20,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0

Typical PropertiesAdvantages
• Excellent anti-wear and E.P. properties
• Excellent Thermal and durability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30℃ ~ +160℃
• Good Anti-Oxidation and Anti-rust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Urea Thickener
• Additives

(Friction modifier, Anti-wear agent, etc)

Application 
• CV Joint (especially Birfield Joint)

In automobile
• Sorts of EP bearing
• Joint and spline shaft

CASMOLY CXW-15BJ
극압 및 고내구성용 그리스 (Birfield Joint)

CASMOLY CXW-15BJ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하며, 다양한 첨가제를 배합한 그리스로 극압성 및 내구성능

이 우수한 등속조인트 전용 그리스입니다. 또한, CXW-15BJ 그리스는 고온 안정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하중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하여 CVJ의 BJ(Birfield Joint)에서의 성능에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극압성

•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함

• 방청성, 산화안정성이 우수함

• 사용온도범위 : -30℃ ~ +160℃

주요성분

• 정제광유

• 우레아 증주제

• 첨가제 (내마모제, 마찰저감제, MoS2 등)

적용부위

•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혼화 주도(25℃) 290 ~ 320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wt%) 4.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1.0 이하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내마모(4-Ball), mm 0.6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f 315 이상 ASTM D 2596

혼화 안정도, 105W 400 이하 KS M ISO 2137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10,000 이하
4,000 이하

KS M 2130(6.20)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20,000 이하
5,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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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M-55 is designed for starter motor grease based on high grade lithium-complex soap which is added 
special solid lubricants. It has good anti-corrosion and oxidation stability properties so that can provide long-term 
lubrication service for automotive and electrical plastic parts.
It has excellent low temperature property and high-load carrying capacity.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M-55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70~28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15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Four Ball E.P. (kg) Min. 250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5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gf.cm)

Starting Max. 1,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Extreme pressure property 
• Anti-wear property 
• Good oxidation stability  
• Good corrosion protection
• Long term lubrication
• Low temperature capacity
• Service temperature: -55℃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 complex
• Special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STARTER MOTOR IN AUTOMOBILE 
• Shaft spline part, R/R Metal part
• F/M Metal part, I/Gear part
• Sorts of plastic parts 
• Sorts of bearing under EP, low temp.
• Bearings under extreme pressure
• Components at low temperatures

CASMOLY CM-55 그리스는 특수 고체 윤활제를 함유한 고급 리튬비누 그리스로 극압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그리스입니다. 또

한 기유로는 합성유를 사용하여 저온성과 산화안정성이 우수하여 장기윤활이 가능하며 고무나 플라스틱 부위에도 상응성이 우수

한 자동차 스타트 모터에 유리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극압성 및 장기윤활성

• 우수한 저온성 및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55℃ ~ +150℃

주요성분

• Li계 증주제, 합성유

• 특수 고체 윤활제

적용부위

• 자동차의 스타터 모터

• Shaft Spline 부위, R/R Metal 부위

• F/R Metal 부위, I/Gear 부위

• 각종 플라스틱 부위 등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70 ~ 285 KS M ISO 2137

적점(℃) 215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wt%) 3.0 이하 KS M 2050

증발량(wt%) 0.5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5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25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1,000/5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ASMOLY CM-55
Starter Motor Grease

CASMOLY CM-55
자동차 스타트 모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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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M-8143
E.P grease

CASMOLY M-8143 is designed for Automotive grease based on mineral oil. It contains effective additives for 
improvement of properties. It has better extra pressure, anti-wear properties and oxidation stability than other 
conventional greases based on mineral oil. Hence, it is well suited for many-sided parts for a smoothly running.
CASMOLY M-8143 grease has the best grade (NLGI 3) in oil separation test and so it efficiently protects the machine 
from the pollution by oil.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M-8143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ish Brown -

Worked Penetration (25℃) 220~25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30 ASTM D 566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Four Ball E.P. Weld (N) Min. 1,900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8 ASTM D 2266

Water
resistance

40℃ Max. Grade 0
DIN 51807

90℃ Max. Grade 1

Emcor corrosion Max. Grade 1 DIN 51802

Leakage Tendency (g) Max. 3.0 ASTM D 1263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EP property & wear resistance
• Good oxidation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30℃ ~ +140℃

Main ingredient
• Lithium soap thickener
• Mineral oil
• Oxidation inhibitor, EP additives

Application 
• Wheel Bearing of Automotive
• All types of anti-wear bearings
• Joint and spline shafts
• Plain bearing and guide
• Parts for high pressure & anti-wear properties

CASMOLY M-8143
일반 극압 그리스 

CASMOLY M-8143 그리스는 정제광유에 다종의 첨가제를 적절히 배합한 리튬그리스로 일반용으로 이상적인 그리스입니다. 일반 

광유계 그리스에 비해 극압성 및 산화 안정성이 우수하고, 또한 내마모성도 우수하여 각종 부위에서 원활한 윤활효과를 발휘하는 

그리스입니다. 특히 NLGI 3호로서 오일의 분리가 적어 오염방지 및 기계보호에 적합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하중성

• 우수한 산화안정성

• 우수한 방청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40℃

주요성분

• 고급 정제 광유, 리튬비누, 극압제

적용부위

• 각종 내마모 베어링

• 조인트 및 스프라인 샤프트

• 극압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 자동차 휠 베어링용 슬라이딩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황갈색 -

혼화 주도(25℃) 220 ~ 250 KS M ISO 2137

적점(℃) 230 이상 KS M ISO 2176

누설도, g 3.0 이하 KS M 2184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방청성 1등급 이하 KS M ISO 11007

내 수 성 40℃ 0등급 이하 DIN 51807

내 수 성 90℃ 1등급 이하 DIN 51807

내마모(4-Ball), mm 0.8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N 1,90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3,000/1,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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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MS-02
Clutch and Bearing, Motor Grease for Automotive

CASMOLY MS-02 is designed for automotive grease based on poly-urea and refined mineral oil, which provides 
thermal stability and good durability. It has anti-wear, EP agents and solid lubricants for the parts applied under high 
load, high speed and vibration. 
Good oxidation stability guarantees excellent lubrication under severe corrosive environment and it works well for 
parts contacting with water due to its excellent water resistance and stickines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MS-02 Test Method

Appearance Dark Gray -

Unworked penetration (25℃) 310~34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2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4.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Four Ball wear (mm) Max. 0.5 ASTM D 2266

Four Ball E.P.

Weld (kg) Min. 250

ASTM D 2596LNSL (kg) Min. 80

LWI Min. 55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friction and low friction  
• Good oxidation stability
• Heat resistance and anti-corrosion
• Excellent extreme pressure property
• Very good sticky and rust-preventive property
• Service temperature: -30℃ ~ +150℃
 (For short period: 20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Poly Urea thickener
• Sorts of additives

Application 
• Automotive clutch Pivot part 
• Parts requiring high temperature & EP 
• Vibration parts of metal/metal 
• Parts requiring anti-wear of Metal/metal  
• Sorts of anti-wear bearing, motors

CASMOLY MS-02
자동차 클러치용 그리스

CASMOLY MS-02는 Poly Urea계 그리스로 내열성 및 장기내구성이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내마모, 내하중첨가제 및 특수 고체 윤

활제가 엄선 배합되어 고하중, 중고속, 진동부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산화 방지성과 방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식 환

경에서도 뛰어난 윤활성능을 발휘하며 내수성 및 점착성이 우수하여 물의 혼입이 예상되는 부위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열성, 극압성, 내마모성

• 뛰어난 점착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50℃           

 (단기간 +200℃)

주요성분

• 정제광유, Poly Urea, 첨가제

적용부위

• 자동차 클러치 Tivot 부위

• 고온 및 고하중성이 요구되는 작동부위

• 금속/금속의 진동부위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어두운 회색 -

불혼화 주도(25℃) 310 ~ 340 KS M ISO 2137

적점(℃) 22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4.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내마모(4-Ball), mm 0.5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Weld), kg 250 이상

ASTM D 2596내하중(4-Ball LNSL), kg 80 이상

내하중(4-Ball LWI), kg 55 이상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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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M-S25A
Starter Motor Grease

CASMOLY CM-S25A grease is designed for grease based on silicone oil with the special lithium-soap. It has wide 
service temperature, especially has excellent condition at low temperature. It has better wear-resistance than other 
silicone grease and that it is suited for the parts needed wear-resistance. It performs well for plastic and rubber and 
maintains good property under severe weather condition such as moisture, high and low Temperatur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M-S25A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85~31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9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2 ASTM D 942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gf.cm)

Starting Max. 1,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Emcor test Max. 1 ASTM D 6138

Four Ball E.P. (kg) Min. 126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5 ASTM D 2266

* Four Ball wear condition : 1760rpm×10kg×30sec, 75℃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High wear resistance compred to 

other silicone grease   
• Good thermal & cold resistance 
• Service temperature: -60℃ ~ +150℃

Main ingredient
• Silicone oil 
• Special lithium soap
• Solid lubricant

Application 
* ORC CAM for STARTER MOTOR 
• Starter clutch part
• Roller type over-running clutch
• Pinion gear shaft of the starter motor

CASMOLY CM-S25A
Start Motor용 그리스

CASMOLY CM-S25A 그리스는 실리콘유를 기유로 하고 특수 리튬비누기로 증주된 그리스로서 넓은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며 특히 

저온 특성이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동종의 실리콘 그리스 보다 내마모성이 뛰어나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합한 그리스입니

다. 고무, 플라스틱 등에도 적합하며 습기 및 고온, 저온 등의 가혹한 기후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뛰어난 내열성 및 내한성

• 동종 그리스에 비해 뛰어난 내마모성

• 넓은 사용온도 범위(-60℃ ~ +150℃)

주요성분

• Li계 증주제, 실리콘 합성유

• 고체 윤활제

적용부위

• Starter Clutch 부위

• 롤러 타입의 over-running 클러치

• 스타터 모터의 피니어기어 샤프트 윤활용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85 ~ 315 KS M ISO 2137

적점(℃) 19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3.0 이하 KS M 2050

산화안정도, kg/cm2 0.2 이하 KS M 2049

내수성(90℃x3hr) 1등급 DIN 51807

방청성(Emcor Test) 1등급 이하 ASTM D 6138

*내마모(4-Ball), mm 0.5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126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gf.cm
(-40℃) [기동/회전]

1,000/500 이하 ASTM D 1478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Four-Ball Wear 시험 조건 : 1760rpm, 10kg, 30sec, 75℃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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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BX-189
Bearing Grease

CASMOLY BX-189 is designed for bearing and it is based urea thickener with highly refined mineral base oil. Also it 
has various additives for high performance for bearing lubrication. It is designed for low hardness and small size of 
thickener particle due to better fluidity and it is relatively little possibility for the thickener particle being caught in 
bearing.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BX-189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80~310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8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20 ASTM D 566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Oil Separation (wt%) Max. 1.0 ASTM D 6184

Leakage Tendency (g) Max. 3.0 ASTM D 1263

Coo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Water Washout (wt%) Max. 5.0 ASTM D 1264

Four Ball E.P. (kg) Min. 160 ASTM D 2596

Four Ball Wear (mm) Max. 0.6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30℃ gf.cm)

Starting Max. 5,000
ASTM D 1478

Running Max. 3,000

Low 
Temperature

Torque
(-40℃ gf.cm)

Starting Max. 12,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Anti load and anti wear properties
• Oxidation stability, low temp. properties
• Low leakage
• EP properties and long-term lubrication 
• Service temperature :  -25℃ ~ +180℃

Main ingredient
• Mineral oil 
• Urea

Application 
• Various bearing
• Ball bearing, Taper bearing

CASMOLY BX-189
베어링용 그리스

CASMOLY BX-189 그리스는 정제 광유를 기유로 사용하고, 우레아를 증주제로 사용한 그리스입니다. 베어링에적합한 첨가제를 사

용하여 베어링에 특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증주제 입자의 경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윤활제의 유동성을 더 좋게 하여, 증주제 

입자가 베어링의 틈새에 끼이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극압성 및 장기윤활성

• 우수한 저온성 및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25℃ ~ +180℃

주요성분

• Urea계 증주제, 광유

적용부위

• 베어링

  - Ball Bearing

  - Taper Bearing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황색 -

혼화 주도(25℃) 280 ~ 310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380 이하 KS M 2051

적점(℃) 22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1.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누설도, g 3.0 이하 KS M 2184

수세내수도, wt% 5.0 이하 KS M ISO 11009

내마모(4-Ball), mm 0.6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16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5,000/3,000 이하 KS M 2130(6.20)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12,000/5,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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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L-9508
Clutch Release Bearing Grease

CASMOLY L-9508 is designed for clutch release bearing based on mineral and synthetic oil. It is suited for lubrication 
of bearings and slides, requested excellent anti-wear property. It makes reduce the noise and not allow polluting the 
other part from the applied areas due to good adhesiveness. It can lubricate successfully under heavy weight, shock 
loads, from medium to high speeds. It also reduces the friction by the contact between two materials and minimizes 
wear. It improves the lubricate condition and guarantees the favorable operation of the facility.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wear properties
• Good oxidation-stability 
• Good adhesiveness
• Excellent rust preventive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30℃ ~ +140℃
    (For short period: max. +200℃)

Main ingredient
• Mineral Oils and Synthetic Oils 
• Lithium Soap
• Special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Automotive clutch release bearing 
• Metal, plastic gear mechanisms 
• Reduction gear
• Many kinds of bearing mechanism 

Test Items CASMOLY L-9508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2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100℃
×24hr

Max. 5.0
ASTM D 6184

150℃
×24hr

Max. 10.0

Evaporation Loss 
(wt%)

100℃
×24hr

Max. 1.0
ASTM D 972

150℃
×24hr

Max. 3.0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Timken OK EP (kg) Min. 25 ASTM D 2509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5,000

ASTM D 1478
Running Max. 2,000

CASMOLY L-9508
클러치 릴리즈용 그리스

CASMOLY L-9508은 엄선된 기유에 극압첨가제, 내마모방지제 및 특수 고체 윤활제가 배합되어 있는 리튬비누기의 그리스로 프레인

과 내마모성 베어링, 감속기어같은 그리스 윤활이 가능한 각종 기계부품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특히, 점착성이 우수하여 소음을 감소

시키며 비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하중, 충격하중, 중고속 등 각종 부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마찰계수와 접촉을 감소 시킴

으로써 마모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윤활조건을 현저히 향상시키며 기계의 순조로운 운전을 보장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능 및 내하중성능

• 사용온도범위 : -30℃ ~ +140℃

주요성분

• Li계 증주제, 정제광유, 합성유

• 고체 윤활제

적용부위

• 클러치 릴리이즈 부위

• 제지 공장의 베어링

• 극압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 자동차 전장 부품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325 이하 KS M 2051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100℃×24Hr, wt% 5.0 이하 KS M 2050

이유도 150℃×24Hr, wt% 10.0 이하 KS M 2050

증발량 100℃×24Hr, wt% 1.0 이하 KS M 2037

증발량 150℃×24Hr, wt% 3.0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 0.5 이하 KS M 2049

팀켄 하중, kg 25 이하 KS M 202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5,000/2,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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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BX-230
Bearing Grease 

CASMOLY BX-230 is poly-urea grease, which shows good heat-resistance and durability.
‘Diphenyl Ether’, which is base oil of BX-230, provides good lubricity under high-temperature and good oxidation 
stability and corrosion protection, so it keeps good lubricity for parts with corrosive environment. Also it minimizes 
noise by good wear resistance.
CASMOLY BX-230 is also proper for the part which could be contacted with water by resistance to water washout, 
and good adhesiveness.

Description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BX-230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Unworked Penetration (25℃) 270~29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5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2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a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Roll Stability, ∆P Max. +30 ASTM D 1831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3,500
ASTM D 1478

Running Max. 2,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Wear resistance
• Long term lubrication
• Corrosion protection 
• Oxidation stability 
• Excellent Water Resistance
• Service temperature: -40℃ ~ +180℃

Main ingredient
• Poly-Urea 
• Diphenyl Ether
• Various additives, such as anti-wear, anti-

oxidation, anti-corrosion agent etc.

Application 
• Automotive alternator bearing
• Bearing mechanism under high temperature
• Parts requiring long term lubrication under 

high temperature

CASMOLY BX-230
베어링용 그리스

CASMOLY BX-230은 고온/고내열 성능을 지닌 폴리 우레아계 그리스로 디 페닐 에스터를 Base Oil로 제조되어 우수한 저온성을 

보유한 그리스입니다. 탁월한 고내열성, 산화안정성, 부식방지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부품의 부식이 염려되는 부품 환경에 적합한 

그리스이며, 또한 기계 구동 시 소음을 최소화한 탁월한 내마모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분과 맞닿는 수세내수성 환경에서도 원

활한 윤활작용 및 부착성을 보유한 베어링 윤활용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매우 우수한 내마모성능

• 우수한 장기내구 윤활성

• 우수한 부식방지 및 산화안정성

• 우수한 내수성 성능 보유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Di phenyl Ether, 우레아 증주제

• 내마모 및 부식방지, 산화안정을 위한 첨가제

적용부위

• 자동차 베어링 부품

• 고온 고내열 성능 요구되는 베어링 부품

• 고온에서 장기 내구성이 필요한 부품

대표성상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불혼화 주도(25℃) 270 ~ 29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 Max. 350 KS M ISO 2137

적점(℃) Min. 220 KS M ISO 2176

이유도, wt% Max. 3.0 KS M 2050

증발량, wt% Max. 0.5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 KS M 2088

산화안정도, kg/cm2 Max. 0.3 KS M 2049

기계적 안정성, ∆P Max. +30 ASTM D 1831

저온토오크 gf.cm
 (-30℃) [기동/회전]

Max. 3,500 /
Max. 2,000

KS M 2130(6.20)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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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TX-272
Run Flat Tire Grease

CASMOLY TX-272 is a grease based on a Polyalphaolefin synthetic base oil and urea thickener, which is excellent in 
durability and heat resistance. It is excellent in plastic and rubber lubrication with a large quantity of additives added.
CASMOLY TX-272 prevents the flowing down of grease by high adhesion and stickiness, and it shows excellent 
performance at plastic/rubber lubrication parts in Run Flat Tire to prevent noise reduction and damaged of 
component.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 Expiry date
∙ 3 years after manufacturing date
(under un-open the can and dry & cool conditions)

∙ Recommend using asap within 6 month after open the can package

Test Items CASMOLY TX-272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Un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6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1.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0 ASTM D 972

Four Ball wear (mm) Max. 1.0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126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8,000

ASTM D 1478
Running Max. 4,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plastic, rubber lubrication
• Excellent material compatibility
• Excellent adhesion and stickiness
• Service temperature: -30℃ ~ +20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Urea thickener

Application 
• The lubrication parts of Run Flat Tire
• The lubrication parts of plastic to plastic 

(rubber)
• Sliding parts requiring adhesion and stickiness

CASMOLY TX-272
Run Flat Tire 그리스

CASMOLY TX-272는 Polyalphaolefin계 합성 기유와 우레아 증주제를 베이스로 사용한 그리스로 내구성, 내열성이 뛰어난 그리스

입니다. 다량의 첨가제를 엄선 배합하여 플라스틱 및 고무 윤활에 우수하며, 높은 점착성 및 부착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의 흘러

내림을 방지하고 Run Flat Tire에 플라스틱/고무 윤활 부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부품의 소음 감소 및 파손을 방지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플라스틱, 고무 윤활성

• 우수한 재질 호환성

• 우수한 점착성 및 부착성

• 사용온도범위 : -30℃ ~ +200℃

주요성분

• 합성유, 우레아계 증주제

적용부위

• Run Flat Tire 윤활 부위

• 플라스틱/플라스틱(고무) 간의 윤활 부위

• 점착성 및 부착성이 요구되는 습동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Yellow -

혼화 주도(25℃) 265~295 KS M ISO 2137

적점(℃) 26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1.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0 이하 KS M 2037

4-Ball Wear, mm 1.0 이하 ASTM D 2266

4-Ball EP, kgf 126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8,000 이하
4,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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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AS-623
Noise Resistance Grease

CASMOLY CAS-623 is lithium grease, based on synthetic oil which is compatible with plastic. It provides long-term 
lubrication for plastic gear by good lubrication and anti-wear property. 
CASMOLY CAS-623 minimizes nois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AS-623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90~32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9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Copper strip corrosion Max. 1b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Four-Ball Wear (mm) Max. 0.8 ASTM D 2266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Noise reduction
• Low coefficient of friction with resin and metal
• No effect on plastics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PAO (Poly Alpha Olefin)
• Lithium soap
• Polybutene
•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Plastic gear requiring noise prevention
• Automotive window regulator

CASMOLY CAS-623
내소음성 그리스

CASMOLY CAS-623은 플라스틱에 적합한 합성유와 리튬비누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윤활성 및 내마찰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기

어 등에 장기윤활을 보장하며 특히 내소음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가장 적합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뛰어난 내소음성

• 수지 및 금속에 대한 저마찰계수

• 플라스틱에 무영향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증점제, 고체 윤활제

• Lithium Soap

적용부위

• 자동차 윈도우 레큘레이터 부위

• 플라스틱 기어 등의 소음 방지를 요하는

윤활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90 ~ 320 KS M ISO 2137

적점(℃) 19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1b 이하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8 이하 ASTM D 2266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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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EL45M-MO
Grease for ball joint and spline shaft

CASMOLY EL45M-MO is based on mineral oil and synthetic oil with thickened by special lithium complex soap and 
containing various additives.
It maintains a low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lubrication parts under load capacity, friction and abrasion, so it 
protects the abnormal-noise and vibration and has excellent anti-load capacity.
It has also good heat resistance, rust prevention and oxidation stability property, so that provides long-term 
lubrication servic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EL45M-MO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7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1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Four-Ball E.P. (kg) Min. 250 ASTM D 2596

Four-Ball Wear (mm) Max. 0.6 ASTM D 2266

Water Washout (wt%) Max. 5.0 ASTM D 1264

Leakage Tendency (g) Max. 7.0 ASTM D 1263

Water Content (wt%) Max. 2.0 -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Good anti-wear and anti-load 
• Good heat resistance
• Good oxidation stability
• Good low temperature capacity
• Long term lubrication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Mineral, Synthetic Oil
• Lithium Soap, MoS2

Application 
• Parts of bearing for automotive and industry
• Parts of spline shaft and ball joint
• Parts requiring EP and anti-wear
• Rack and pinion gear for steering 

CASMOLY EL45M-MO
스플라인 샤프트 및 볼조인트용 그리스

CASMOLY EL45M-MO 그리스는 합성유와 광유가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고, 다종의 첨가제를 적절히 배합한 특수 리튬 복합그리

스로 하중과 마찰,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윤활 부위에서 낮은 마찰 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모를 최소화하고 이상 소음 및 

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월등한 내하중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그리스입니다. 또한, 산화안정성, 내열성, 방청성이 우

수하여 장기윤활에 적합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내하중성

• 우수한 내열성 및 산화안정성

• 우수한 저온성

• 장기 윤활성능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광유, Li 복합 증주제, MoS2 등

• 산화안정제, 방청제, 특수윤활제 등

적용부위

• 자동차, 산업용 베어링 부위

• 자동차 스플라인 샤프트 및 볼조인트 부위

• 극압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375 이하 KS M 2051

적점(℃) 21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누설도, g 7.0 이하 KS M 2184

수세내수도, wt% 5.0 이하 KS M ISO 11009

내마모(4-Ball), mm 0.6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250 이상 ASTM D 2596

수분함량, wt% 2.0 이하 KS M ISO 3733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3,000/1,5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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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SG-P2  
Silicone Grease

CASMOLY SG-P2 is a special lithium-soap silicone grease based on silicone oil, and it serves wide temperature, 
especially it shows good capacity under low temperature.
It is designed for brake booster lubrication. Regarding of anti-wear and extreme pressure property, CASMOLY SG-P2 
has superior property to other same kinds of silicone greases. 
CASMOLY SG-P2 is compatible with rubber and plastic, it performs well in inferior weather conditions such as damp 
(moisture), high and low temperatur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SG-P2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40~28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1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Four Ball Wear (mm) Max. 0.7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Wide service temperature range  
• Excellent heat and cold resistance  
• Superior anti-wear property than the same kind 

of silicone grease  
• Good oxidation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40℃ ~ +180℃

Main ingredient
• Silicone Oil
• Special Lithium-soap
• White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Booster of Brake
• The lubrication parts of metal to plastic, plastic 

to plastic, metal to rubber 
• Control cable, gear, 0-ring 
• Kinds of bearing lubrication 

CASMOLY SG-P2
실리콘 그리스

CASMOLY SG-P2는 실리콘유를 기유로 하고 특수리튬비누기로 증주된 그리스로 넓은 사용온도 범위를 가지며 특히 저온특성이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동종의 실리콘 그리스보다 내마모성 및 내하중성이 뛰어나 내마모성 및 내하중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합한 

그리스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부위에도 적합하며 습기 및 고온, 저온 등의 가혹한 기후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뛰어난 내열성 및 내한성

• 우수한 내수성,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80℃

주요성분

• 실리콘 합성유를 기유로 한 특수 리튬비누    

그리스

적용부위

• 브레이크 부스터

• Control cable, gear, O-ring 및 각종   

베어링 윤활

• 금속/플라스틱, 플라스틱/플라스틱, 금속/고무 

윤활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40 ~ 280 KS M ISO 2137

적점(℃) 21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3.0 이하 KS M 2050

고온안정성
(120±1℃, 72±2hr)

soft한 상태
gum 없을 것

MES4-3-612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7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3,000/1,5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4-Ball 조건 : 1,770rpm × 20kg × 75℃ × 1min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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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ML-701
Grease for Caliper boots

CASMOLY ML-701 is PAG (Poly Alkylen Glycol) based grease thickened with Lithium-soap to show good compatibility 
with rubber. Excellent thermal stability provides stable property under high-temp, comparing to the same kind of 
greases, and water-insoluble PAG guarantees good resistance to water wash-out. Also, excellent resistance to brake 
oil makes well suited for Brake System.
CASMOLY ML-701 increase the durability in application part with good EP and anti-wear.

Description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ML-701 Test Method

Appearance Brown -

Unworked Penetration(25℃) 285~315 ASTM D 217

Worked Penetration(25℃) 290~32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80 ASTM D 217

Dropping Point(℃) Min. 21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wt%)

99 ℃ x 22hr Max. 2.0
ASTM D 972

150 ℃ x 24hr Max. 5.0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Four-Ball E.P. (kg) Min. 200 ASTM D 2596

Four-Ball Wear (mm) Max. 0.65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gf.cm)

Starting Max. 5500
ASTM D 1478

Running Max. 3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quality-stability
• High temperature-stability
• Excellent oxidation-stability
• Excellent Water resistance
• Excellent lubrication efficiency
• Service temperature: -30℃ ~ +150℃

Main ingredient
• PAG
• Lithium soap

Application 
• Automobile caliper pin-hole
• Part requiring compatibility with rubber and 

plastic

CASMOLY ML-701
캘리퍼 부츠용 그리스

CASMOLY ML-701은 PAG(Polyalkyleneglycol)에 리튬 비누기로 증주시킨 그리스로 고무와의 상용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동종의 

그리스에 비해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여 그리스의 성상 변화가 적습니다. 또한 비수용성 PAG를 사용하여 그리스의 내

수성이 우수하고, 브레이크 오일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 브레이크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제품은 내마모성능 및 

내하중성능도 비교적 우수하여 적용부위에서의 내구성을 증대시켜줍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재질안정성

• 우수한 고온안정성/산화안정성

• 우수한 내수성

• 우수한 윤활성능

• 사용온도범위 : -3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PAG), Li계 증주제

적용부위

• 자동차 캘리퍼 핀홀

• 고무재질과의 상용성이 요구되는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갈색 -

불혼화 주도(25℃) 285 ~ 315 KS M ISO 2137

혼화 주도(25℃) 290 ~ 32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380 이하 KS M 2051

적 점, ℃ 21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99℃×22hr, wt% 2.0 이하 KS M 2037

증발량 150℃×72hr, wt% 5.0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65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20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5,500/3,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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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GMS – 01(N)
Metal / Plastic Grease

CASMOLY CGMS-01(N) grease is made by the synthetic oil (good compatible with plastic) and lithium-soap thickener, 
also several kinds of additives are carefully mixed. So, it is well suited for the plastic parts.
Excellent wear-resistance guarantees the long-term lubrication for plastic gear part, also the low oil spreading 
property doesn’t allow to pollute other parts outside the applied area. 
CASMOLY CGMS-01(N) performs well in the plastic part and plastic to metal, and metal to metal under low and high 
load capacity. Also, it has superior adhesive and low oil separation propertie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GMS-01(N) Test Method

Appearance Orange -

Worked penetration(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Min. 18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b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Water Washout (38℃) Max. 3.0 ASTM D 1264

Roll Stability Max. 390 ASTM D 1831

Humidity test Grade A ASTM D 1748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gf.cm)

Starting Max. 5,000

ASTM D 1478
Running Min. 3,000

Characteristic
• Good wear resistance  
• Good adhesion properties
• Good compatibility with plastic
• Long-term lubrication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soap thickener
• Adhesive additive  
• Several kinds of white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Plastic to Metal: Bearing part in Audio, ball 

joint in automotive
• Metal to Metal: Lubrication part under low 

and high load in automotive electronic 
industry

CASMOLY CGMS-01(N)
금속 및 플라스틱용 그리스

CASMOLY CGMS-01(N)은 플라스틱, 고무에 적합한 합성유와 리튬비누기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다종의 첨가제를 엄선배합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윤활부위에 이상적인 그리스입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기어 등에 장기 윤활을 보장하며 오일의 퍼짐

성이 적어 다른 부위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플라스틱 부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금속, 금속/금속 등의 각종 재질에서도 우

수한 윤활성을 발휘하여, 경하중뿐만 아니라 중하중에서도 우수합니다. 점착성이 우수하고 오일의 이유가 적습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극압성, 장기윤활성

• 플라스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Li계 증주제, 합성유, 특수 고체 윤활제

• 점착성 향상제

적용부위

• 플라스틱/금속

    오디오 부품의 베어링, 자동차 볼조인트 부위

• 금속/금속

    자동차 전자산업의 경, 중하중의 윤활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주황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2051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3.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수세내수도(38℃), wt% 3.0 이하 KS M ISO 11009

Roll Stability 390 이하 ASTM D 1831

방청성(습윤) A급 KS M 2109(5.31)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5,000/3,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Typ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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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L-750
Ball joint greases for rust prevention

CASMOLY CL-750 grease is made by the synthetic oil (good compatible with plastic and rubber) and lithium-soap as 
thickener, it can be used as a grease for boots in addition to ball joints.
Excellent wear-resistance guarantees the long-term lubrication for plastic gear part, also the low oil spreading 
property doesn’t allow to pollute other parts outside the applied area. In addition, performs well in the plastic part 
and plastic to metal, and metal to metal under low and high load capacity. Also, it has superior adhesive and low oil 
separation properties. 
CASMOLY CL-750 is a premium grease that is excellent in tackiness, rust inhibition performance in brine environment, 
and excellent operability at low temperature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L-750 Test Method

Appearance Beige -

Worked penetration(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Min. 19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b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Water Washout (38℃) Max. 3.0 ASTM D 1264

Roll Stability Max. 370 ASTM D 1831

Emcor test (NaCl 0.5M) Max. Grade 2 ASTM D 6138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in. 1,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low temperature, rust prevention
• Good wear resistance  
• Long-term lubrication 
• Good compatibility with plastic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soap thickener
• Special solid lubricants
• Adhesion improver, rust inhibitor additives

Application 
• Plastic to Metal: Bearing part in Audio, ball 

joint in automotive
• Metal to Metal: Lubrication part under low 

and high load in automotive electronics 
industry

CASMOLY CL-750
볼조인트용 그리스

CASMOLY CL-750은 플라스틱, 고무에 적합한 합성유와 리튬비누기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볼조인트 외에 부츠용 그리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리스입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기어의 장기 윤활을 보장하며, 오일의 퍼짐성이 적어 다른 부위로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부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금속, 금속/금속 등의 각종 재질에서도 우수한 윤활성을 발휘

하여, 경하중뿐만 아니라 중하중에서도 우수합니다. CASMOLY CL-750은 점착성이 우수하고 염수 환경에서의 방청성능도 매우 

우수하며, 저온에서의 작동성 또한 뛰어난 프리미엄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저온성, 방청성, 내마모성 및 장기 

윤활성

• 플라스틱 및 고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Li계 증주제, 합성유, 특수 고체 윤활제

• 점착성 향상제, 방청 첨가제

적용부위

• 플라스틱/금속 : 자동차 볼조인트 부위

• 금속/금속 : 자동차 전자산업의 경, 중하중의               
윤활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베이지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9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 wt% 3.0 이하 KS M 2050

동판부식 1 이하 KS M 2088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수세내수도(38℃), wt% 3.0 이하 KS M 2087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Emcor test (NaCl 0.5M) 2등급 이하 ASTM D 6138

Roll Stability 370 이하 ASTM D 1831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3,000/1,5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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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CP-3N
Silicone Compound

CASMOLY CP-3N is designed for nontoxic compound grease based on silicone oil and thickened with the inert silica. 
It has excellent electrical insulating, moisture-proof, cold resistance, chemical resistance and low evaporation loss 
properties.
It is suited for requiring property of silicone fluids without running down at the application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CP-3N Test Method

Appearance Translucent White -

Unworked Penetration (25℃) 200~26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3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Low evaporation loss
• Excellent moisture-proof
• Excellent electrical insulating and thermal 

stability
• Excellent oxidation st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 Service temperature: -40℃ ~ +200℃

Main ingredient
• Silicone oil
• Silica-inert

Application 
• Electric wiring system, Disconnect junctions 

on system, electrical terminal & assembly part 
• Insulation and moisture sealing for airplane, 

automotive and marine ignition systems
•Metal/Plastic, Metal/Rubber assembly 

lubrication, seal and Lubricant for cable 
connector, battery Terminal, switch, rubber, 
plastic O-ring 

CASMOLY CP-3N
실리콘 컴파운드

CASMOLY CP-3N은 실리콘 오일에 불활성 실리카를 증주시킨 그리스상의 제품으로써 뛰어난 전기 절연성, 내습성, 내한성, 내화

학성, 저증발량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무독성 컴파운드입니다. 실리콘 오일의 바람직한 특성이 요구되는 제한적

인 장소에 흘러내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낮은 증발량

• 우수한 내습성

• 뛰어난 전기 절연성 및 열안정성

• 우수한 산화안정성 및 내화학성

• 넓은 사용온도 범위(-60℃ ~ +200℃)

주요성분

• 각종 금형의 이형제

•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의 점화장치 방수 실링제

• 금속/플라스틱, 금속/고무 조립윤활

• 케이블 연결부위, 고무, 플라스틱 O-ring 등의 

윤활 및 씰링

적용부위

• 실리콘 오일, 불활성 실리카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반투명 백색 -

불혼화 주도(25℃) 200 ~ 260 KS M ISO 2137

적점(℃) 23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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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VL-330
Grease for ball joint

CASMOLY VL-330 is special lithium-soap grease based on silicone oil with several kinds of additives, and it is very 
suitable for plastic and rubber lubrication part.
It prevent from grease spreading and pollution to other parts due to non spreading properties of grease. It also has 
good materials stabilities for plastic, plastic/metal, rubber/metal etc. Especially it has good sealing and adhesion 
properties due to its high viscosity silicone oil.  Furthermore, it reduce the noise and prevent noise matters.

Description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VL-330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0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2.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 ASTM D 4048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cm)

Starting Max. 75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heat and cold resistance
• Good damping properties
• Stabilities for plastic materials
• Service temperature: -40℃~ +150℃

Main ingredient
• Silicone Oil
• Special Lithium-soap
• White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Ball joint and shaft for automobile
• Damping parts for steel and plastic materials
• Automobile cable parts

CASMOLY VL-330
볼조인트용 그리스

CASMOLY VL-330은 플라스틱, 고무와의 상용성이 우수한 실리콘 오일과 리튬비누기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다종의 첨가제를 

엄선, 배합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윤활부위에 이상적인 그리스입니다. 오일의 퍼짐성이 적어 다른 부위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 합니

다. 플라스틱 부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금속, 고무/금속 등의 각종 재질에서도 우수한 윤활성을 발휘하며, 특히 고점도의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여 밀봉성 및 점착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소음을 줄이고 소음 문제들을 예방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열성 및 내한성

• 우수한 댐핑 성능

• 플라스틱의 재질 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실리콘 오일, Lithium Soap, 백색 고체 윤활제

적용부위

• 자동차 볼조인트 윤활 부위

• Steel 및 Plastic Damping 부위

• 자동차 케이블 부위

대표성상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20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2.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750/500 이하 KS M 2130(6.20)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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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MP-250 PASTE  
Paste for Plastic Parts under E.P. and Low Friction

CASMOLY MP-250 PASTE is based on synthetic oil which is good for low temperature condition. It also has good 
compatibility with all sorts of plastic and metal materials. It has good E.P. property and abrasion resistance. Especially 
its solid lubricants would be improved lubrication property and durability.
It is designed for plastic gear/metal gear and helps to maintain long-term operation.

Description

Test Items
CASMOLY 

MP-250 PASTE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Unworked Penetration (25℃) 240~28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5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Four Ball wear (mm) Max. 0.6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400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500

ASTM D 1478
Running Max. 1,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wear property
• Good stability under low temperature
• Low friction and long-term lubrication property
• No effect for small plastic and steel gear
• Service temperature: -40℃ ~ +20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PTFE

Application 
• Automobile electric and electrical parts
• Parts for precision device
• Parts with plastic to plastic and plastic to 

metal under low friction conditions
• Laptop computer hinge parts

CASMOLY MP-250 PASTE
플라스틱용 극압 및 저마찰 그리스

CASMOLY MP-250 PASTE는 플라스틱, 금속에 모두 적합하고, 저온성능이 매우 우수한 합성유를 사용한 그리스입니다. 극압 및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고 플라스틱 및 금속의 기어 등에 우수한 윤활을 보장합니다. 특히 다량의 고체첨가제는 내구성을 향상시

키며 우수한 윤활성능을 유지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극압성, 장기윤활성

• 우수한 저마찰 성능

• 소형플라스틱이나 스틸기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우수한 저온성능

• 사용온도범위 : -40℃ ~ +200℃

주요성분

• PTFE, 합성유

적용부위

• 자동차, 전장 부품, 정밀 장비 등의 부품,     
특히, 플라스틱 부위에 탁월함

• 플라스틱-플라스틱, 플라스틱-금속 접촉에서

• 저마찰이 요구되는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불혼화 주도(25℃) 240 ~ 280 KS M ISO 2137

적점(℃) 25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3.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내마모(4-Ball), mm 0.6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40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cm[기동/회전]

1,500/1,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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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NL-720  
Grease for plastic gear

CASMOLY NL-720 is based on synthetic oil and lithium soap thickener with special solid lubricants. It has good E.P. 
properties and anti-wear properties. Especially it is good for boundary lubrication of metal to metal parts due to 
reduction of friction residence. Also it is based synthetic oil which is good for low temperature properties, oxidation 
properties, and compatibleness of rubber/plastic materials.
It is suitable for automobile of various gear parts, spindle shaft, joint parts and starter motor etc.

Description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NL-720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8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1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6.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Four Ball wear (mm) Max. 0.7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200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1,500

ASTM D 1478
Running Max. 8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Anti-wear properties
• Long-life lubrication
• Oxidation stability, low temperature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40℃ ~ +18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 soap thickener
• Special solid lubricants
• Rust inhibitor, oxidation stabilizer etc.

Application 
• Automobile steering system (CEPS part)
• Various gears, spline shaft, joint parts
• Boundary lubrication for metal to metal parts
• Various plastic parts

CASMOLY NL-720
플라스틱 기어용 그리스

CASMOLY NL-720은 특수 고체윤활제를 함유한 고급 리튬비누 그리스로 극압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그리스입니다. 특히 금속과 

금속이 접촉하는 경계 윤활부위에서 마찰 저항을 감소시켜주는데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유로는 합성유를 사용하여 저온

성과 산화안정성이 우수하여 장기윤활이 가능하며 고무나 플라스틱부위에도 상응성이 우수하며, 자동차 각종 기어류, 샤프트 스핀

들, 조인트, 스타트 모터 등에 유리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장기윤활성

• 수한 저온성 및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80℃

주요성분

• 리튬 복합 증주제, 합성기유

• 산화안정제, 방청제, 특수윤활제 등

적용부위

• 자동차의 스타터 모터

• 기어류, Shaft Spline 부위, Joint 부위

• 금속/금속 간의 경계윤활 부위

• 각종 플라스틱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65 ~ 285 KS M ISO 2137

적점(℃) 21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6.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내마모(4-Ball), mm 0.7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20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1,500/8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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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MS-243
High adhesive and E.P Grease

CAMOLY MS-243 is based on synthetic oil, thickened by silica with several kinds of additives. It has excellent 
oxidation stability and heat resistance. It provides a wide service range for running and working on slides.
CASMOLY MS-243 gives also a good EP and anti-wear property. It is available to apply to bearing and gear under low 
& high load. Also, it prevents polluting other parts due to low oil spreading.

Description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MS-243 Test Method

Appearance Black -

Unworked Penetration (25℃) 240~27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5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2.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Water Washout (wt%) Max. 8.0 ASTM D 1264

Four Ball wear (mm) Max. 0.7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200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5,500

ASTM D 1478
Running Max. 3,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heat & water resistance
• Good oxidation stability
• Compatibility with plastic materials
• Wide range of temperature
• E.P. and anti-wear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40℃ ~ +18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Silica thickener
• MoS2

Application 
• Lubrication under wide temperature range
• Bearing and gear under low & high load
• Parts requiring adhesion

CASMOLY MS-243
고점착성 및 고하중용 그리스

CASMOLY MS-243은 합성유와 실리카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다종의 첨가제를 엄선, 배합하여 제조된 이상적인 그리스입니다. 

내열성, 산화안정성이 우수하며 광범위한 사용범위에서의 회전, 습동이 가능합니다. 극압및 내마모성이 비교적 우수하고 경하중뿐

만 아니라 중하중의 베어링이나 기어 등에 사용이 가능한 그리스입니다. 또한 오일의 퍼짐성이 적어 다른 부위로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광범위한 온도 범위

• 우수한 내열성 및 산화 안정성, 내수성

• 우수한 내수지성

• 우수한 내마모성, 극압 성능

• 사용온도범위 : -40℃ ~ +180℃

주요성분

• 합성유, Silica 증주제, MoS2 등

적용부위

•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윤활성이 요구되는 부위

• 하중이 요구되는 베어링 기어 부위

• 점착성이 요구되는 부위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검정색 -

불혼화 주도(25℃) 240 ~ 270 KS M ISO 2137

적점(℃) 25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2.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수세내수도, wt% 8.0 이하 KS M ISO 11009

내하중(4-Ball), kg 200 이상 ASTM D 2596

내마모(4-Ball), mm 0.7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5,500/3,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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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VK-268
Calcium Sulfonate Grease

CASMOLY VK-268 is new type grease thickened with calcium sulfonate which is normally used as agent, and based 
on Poly Alpha Olefin which is compatible with plastic and rubber. It has many advantages to supplement what 
present grease cannot provide. The thickener, over based calcium sulfonate, currently well used for various engine oil 
additives to prevent oxidation, rust, cleaning, solid boric acid and neutralization of acid etc.
CASMOLY VK-268 is applied on parts requiring EP, wear resistance, anti-rust. Especially, it shows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under humid air and high temperature, and is friendly goods to environment.

Description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VK-268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300 ~ 32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1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Copper Corrosion Max. 1 ASTM D 4048

Four Ball Wear (mm) Max. 0.50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Mechanical stability under humid air
• Anti-corrosion property
• Oxidation stability
• Anti-wear property
• Service Temperature: -40℃ ~ +20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Over based Ca-Sulfonate
• Special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Steel/iron industries
• Paper/corrugated cardboard industries
• Lubricating required E.P. and anti-wear 

properties
• NVH reduction of gears, spindles, etc.

CASMOLY VK-268
 Calcium Sulfonate 그리스

CASMOLY VK-268 그리스는 종전의 증주제(Li, Ca, Li-Complex, Ca-Complex, Polyurea 등) 타입의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으로 혁신을 이룬 신개념의 그리스입니다. VK-268은 각종 엔진오일의 산화방지 및 방청, 세척, 고형물 분산, 산에 대한 중

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Overbased Calcium Sulfonate를 복합 시킴으로써, 현재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금속 비누기, 

Polyurea 타입의 그리스로서 구현할 수 없는 많은 기능을 보완하여 마찰면에서의 마찰력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NVH 저감을 실현

해줄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수성

• 우수한 방청성, 산화안정성

• 우수한 내마모성

• 사용온도범위 : -40℃ ∼ +200℃

주요성분

• 합성유, Overbased Ca-Sulfonate, 

Solid Lubricants

적용부위

• 제철 설비 연주라인

• 제지 공장의 베어링

• 극압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 기어, 스핀들 등의 NVH 저감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300 ~ 320 KS M ISO 2137

적점(℃) 21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동판부식 1 이하 KS M 2088

내마모(4-Ball), mm 0.50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3,000/1,000 이하 KS M 2130(6.20)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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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DR-2
Low temperature and Low friction grease

CASMOLY DR-2 is based on synthetic oil and lithium soap. It has a wide range of use temperatures, especially, 
excellent of low temperature property.
It has good anti-corrosion and oxidation stability property, so that provides long-term lubrication service.
Its coefficient of low friction remarkably minimizes the wear of contact surfac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DR-2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Max. 1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4.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Water Washout (wt%) Max. 4.0 ASTM D 1264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Four Ball wear(mm) Max. 0.70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Superior anti-rust property
• Good long-term lubrication
• Excellent anti-oxidaion and low temperature 

property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emi-Synthetic oil
• Lithium soap thickener
• Special additives

Application 
• Door Latch for Automotive
• Window Regulator for Automotive
• Seat Guide rail and frame for Automotive  
• Parts requiring wear resistance of electronic 

components, office equipment and small 
motors

• Lubrication parts requiring low temperature

CASMOLY DR-2
저온 및 저마찰용 그리스

CASMOLY DR-2 제품은 합성유를 기유로 하는 리튬비누기 그리스로 사용온도범위가 광범위하며, 특히 저온유동성이 뛰어난 그리

스입니다. 또한 우수한 방청성 및 산화안정성으로 장기 윤활에 적합하며, 저마찰계수로 접촉면의 마모를 현저히 감소시켜 줍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저온성, 산화안정성

• 우수한 장기 윤활성, 방청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Li계 증주제

• 기타 첨가제

적용부위

• 윈도우 레귤레이터, 도어 락, 자동차 시트 및 프레임 

 등의 자동차 전장부품 장기 윤활부위

• 전자부품, 사무기기 및 소형모터 등의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 저온성이 요구되는 윤활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1 이하 KS M 2088

이유도, wt% 4.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수세내수도(38℃), wt% 4.0 이하 KS M ISO 11009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4-Ball wear, mm 0.67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40℃)
(gf·cm)[기동/회전]

3,000 이하
1,5000 이하

KS M 2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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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PL-50
Plastic Lubrication Grease

CASMOLY PL-50 is designed for plastic grease based on synthetic oil. It is suitable for switch contact part and 
effective in plastic gears for noise reduction as damper grease.
It has good anti-corrosion and oxidation stability property so that provides long-term lubrication service. It has no 
adverse effect on electric contact part due to containing no silicone material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PL-50 Test Method

Appearance Translucent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310 ~ 34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9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Copper Strip Corrosion Max. 1b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Polystyrene reaction test
(60℃*24hour)

No change -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5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Noise-preventing capability
• Long-life lubrication
• Low friction-coefficients to plastic
• Very good compatibility with most plastic 

materials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Lithium soap thickener
• Synthetic oil
• Special additives

Application 
• Most of plastic parts
• Sorts of switch contact part 
• Plastic gears especially requiring noise 

reduction
• Plastic components, automotive electric 

devices

CASMOLY PL-50
플라스틱 전용 그리스

CASMOLY PL-50은 플라스틱에 적합한 합성유와 리튬비누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윤활성 및 산화안정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기어 등에 장기윤활을 보장하며 특히 내소음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가장 적합한 그리스입니다. 또한 실리콘계가 함유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전기접점 불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뛰어난 내소음성, 장기 윤활성

• 수지 및 금속에 대한 저마찰계수

• 플라스틱에 무영향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Lithium soap, 합성유

적용부위

• 플라스틱 기어 등의 소음방지를 요하는 윤활부위

• 자동차 전장부품의 플라스틱 윤활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불혼화 주도(25℃) 310 ~ 340 KS M ISO 2137

적점(℃) 19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Polystyrene 수지 반응,
60℃×24hr

무반응 -

저온토오크 (-30℃) 
gfㆍcm[기동/회전]

1,500/500 이하 KS M 2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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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PL-50D  
Plastic Lubrication Grease

CASMOLY PL-50D is well compatible with plastic materials, also suited for lubrication for plastic components very 
well. It is recommended in lubrication of small electric motor and sliding mechanisms of automotive electric 
components, office automatic equipment and precision instrument.
CASMOLY PL-50D has a strong tendency to damping noises generated at gear mechanism. 
It performs well under low temperature, shows excellent anti-oxidation property, and is not any side effect to electric 
contact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PL-50D Test Method

Appearance Translucent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4.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Water Washout (wt%) Max. 5.0 ASTM D 1264

Four-Ball Wear (mm) Max. 0.8 ASTM D 2266

Roll Stability, ∆P Max. +60 ASTM D 1831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Good low temperature lubricity 
• Excellent compatibility with plastic materials
• adhesive property and noise reduction
• oxidation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Lithium soap
• Synthetic oil

Application 
• Long-term lubrication for metal to plastic, 

plastic to plastic
• Electronic components, plastic components 

of office machines and small electric motor
• Lubrication points where silent operation is 

required

CASMOLY PL-50D  
플라스틱 전용 그리스

CASMOLY PL-50D는 고무와 플라스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플라스틱 윤할용으로 개발된 특수 그리스로 자동차의 전장부품, 

사무기기, 정밀기기 등의 소형모터 및 플라스틱 부품의 습동부위에 권장합니다. 또한 작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경향

이 있으며, 저온성 및 산화안정성이 우수하여 장기윤활이 가능하며 전기 점접 부위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플라스틱과의 상응성

• 우수한 저온성 및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 점착성과 내소음성

주요성분

• Lithium soap, 합성유

적용부위

• 금속/플라스틱, 플라스틱/플라스틱, 장기윤활

• 전자부품, 사무기기의 플라스틱 부품 및 소형모터

• 기타 내소음성이 요구되는 윤활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4.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 0.5 이하 KS M 2049

수세내수도, wt% 5.0 이하 KS M ISO 11009

내마모(4-Ball), mm 0.8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30℃) 
gfㆍcm[기동/회전]

3,000/1,500 이하 KS M 2130(6.20)

기계적 안정성 60 이하 ASTM D 1831



74 │ www.changam.co.kr │ 75

Go Smooth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CASMOLY NL-640 
Grease for low temp. and low friction 

CASMOLY NL-640 is lithium soap grease based on synthetic oil that is suitable for plastic and rubber. It has good low-
temperature fluidity and wide service temperature.
Especially, it provides long-term lubrication due to its oxidation stability and lubrication properties. Also its low 
COF(coefficient of friction)properties are reduced wear for contact.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 Expiry date

∙ 3 years after manufacturing date
 (under un-open the can and dry & cool conditions)
∙ Recommend using asap within 6 month after open the can package

Test Items CASMOLY NL-640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4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1b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6 ASTM D 942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5,500
ASTM D 1478

Running Max. 3,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Good low temp. properties and oxidation 

stability
• Long term lubrication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 soap
• Special white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Long-term lubrication parts for automotive 

door handle
• Part requiring anti-wear properties like small 

motor for appliance and electric parts
• Lubrication parts requiring low temp. 

properties
• Other plastic small parts and gear etc.

CASMOLY NL-640
저온 및 저마찰용 그리스

CASMOLY NL-640 제품은 합성유를 기유로 하는 리튬비누기 그리스로 사용온도범위가 광범위하며, 특히 저온유동성이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또한 우수한 윤활성 및 산화안정성으로 장기 윤활에 적합하며, 저마찰계수로 접촉면의 마모를 현저히 감소시켜 줍

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저온성, 산화안정성

• 우수한 장기 윤활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리튬계 증주제

• 윤활첨가제

적용부위

• 도어 핸들 등의 자동차 전장부품의 장기 윤활부위

• 전자부품, 사무기기 및 소형모터 등의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

• 저온성이 요구되는 윤활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65~295 KS M ISO 2137

적점(℃) 138 이상 KS M ISO 2176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동판부식 1b 이하 KS M 2088

산화안정도, kg/㎠ 0.6 이하 KS M 2049

저온토오크 (-30℃) 
gfㆍcm[기동/회전]

5,500 이하
3,000 이하

KS M 2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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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NL-983   
Plastic Lubrication Grease

CASMOLY NL-983 is well compatible with plastic materials, also suited for lubrication for plastic components very 
well.
It is recommended in lubrication of small electric motor and sliding mechanisms of automotive electric components, 
office automatic equipment and precision instrument.
CASMOLY NL-983 has a strong tendency to damping noises generated at gear mechanism. 
It performs well under low temperature, shows excellent anti-oxidation property, and is not any side effect to electric 
contact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 Usable life

▶ The usable life of this product is 3 years based on the date of 
manufacture and it is recommended to use it within 6 months 
after opening.

Test Items CASMOLY NL-983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Roll Stability, ∆P Max. +60 ASTM D 1831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4.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b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Four-Ball Wear (mm) Max. 0.8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Good low temperature lubricity 
• Excellent compatibility with plastic materials
• adhesive property and noise reduction
• oxidation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40℃ ~ +140℃

Main Ingredient
• Lithium soap thickener, synthetic oil

Application 
• Long-term lubrication for metal to plastic, 

plastic to plastic
• Electronic components, plastic components 

of office machines and small electric motor
• Automotive components; HVAC 
• Lubrication points where silent operation is 

required

CASMOLY NL-983
플라스틱 전용 그리스

CASMOLY NL-983은 고무와 플라스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플라스틱 윤활용으로 개발된 특수 그리스로 자동차의 전장부품, 

사무기기, 정밀기기 등의 소형모타 및 플라스틱부품의 습동부위에 적합한 그리스입니다. 또한 저온성이 우수하며 비 실리콘계로서 

전기점접부위에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플라스틱과의 상응성

• 우수한 저온성 및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40℃

주요성분

• Lithium Soap, 합성유

적용부위

• 금속/플라스틱, 플라스틱/플라스틱, 장기윤활

• 전자부품, 사무기기의 플라스틱 부품 및 소형모터

• 기타 내소음성이 요구되는 윤활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기계적 안정도 60 이하 ASTM D 1831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4.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8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30℃) gfㆍ
cm[기동/회전]

3,000/1,500 이하 KS M 2130(6.20)



78 │ www.changam.co.kr │ 79

Go Smooth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180kg 0.8kg15kg
750kg

1kg

CASMOLY L-1802-1은 폴리 우레아계 그리스로 내열성 및 장기윤활성이 뛰어난 그리스입니다. PAO계의 합성유를 사용하여 저온

에서도 윤활성능이 우수하며, 산화방지성과 방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식 환경하에서도 뛰어난 윤활성능을 발휘하며 내마모성

이 우수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L-1802-1의 큰 장점은 내수성 및 점착성이 우수하여 물의 혼입이 예상되는 부위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품설명

CASMOLY L-1802-1
Automotive Wiper Linkage Grease

CASMOLY L-1802-1
와이퍼 링케이지용 그리스

제품특성

• 매우 우수한 내열성, 내마모성능

• 우수한 내수성 및 점착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50℃

  (단기간 : +200℃)

주요성분

• 우레아 증주제, 합성유 + 정제광유

적용부위

• 와이퍼 링케이지 윤활

• Steel/Steel, Steel/Plastic 윤활부위

• 고온 및 내수성이 요구되는 부위 등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연노랑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수혼화 안정도 Max. 50 KS M 2051

적점(℃) Min. 260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Max. 3.0 KS M 2050

증발량, wt% Max. 0.3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Max. 0.3 KS M 2049

수세내수도, wt% Max. 5.0 KS M ISO11009

내마모(4-Ball), mm Max. 0.7 ASTM D 2266

저온토오크 gfㆍcm
(-40℃) [기동/회전]

Max. 5,500 /
Max. 3,000

KS M 2130(6.20)

CASMOLY L-1802-1 grease, which is thickened with di-urea based on mineral and synthetic oil, provides high film 
strength. Its special thickening system gives the grease excellent resistance to water washout and salt-water induced 
degradation, so this grease is ideal for automotive wiper linkage system, which can be inlet the water.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L-1802-1 Test Method

Appearance Light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Water Worked Stability 105 Max. +5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6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3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Four-Ball Wear (mm) Max. 0.7 ASTM D 1264

Water Washout (wt%) Max. 5.0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5,500
ASTM D 1478

Running Max. 3,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water washout and water resistance
• Excellent oxidation-stability
• Good tackiness properties
• High thermal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30℃ ~ +150℃
 (For short period : max. 200℃)

Main Ingredient
• Urea thickener
• Mineral and synthetic oil
• Special polymer additives

Application 
• Automotive wiper linkage system
• Many kinds of machine parts which can be 

inlet the water
• Many kinds of bearing mechanism which 

exposed to be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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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NL-250
Grease for SRC(Steering Roll Connector)

CASMOLY NL-250 is a grease based on a polyalphaolefin synthetic base oil and a lithium-based thickener. It is 
excellent low-temperature flow performance. Also, Excellent compatibility with plastics and rubber, good oxidation 
stability and rust prevention, ensuring long-term lubrication performance.
It is a grease that is suitable for the parts where the noise reduction is required. And, excellent anti-wear properties 
when plastics lubrication is excellently combined with the best selection of additives.

Description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NL-250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W) Max. +8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ection Max. 1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3,000
ASTM D 1478

Running Max. 1,500

Grease particle size (㎛) Max. 50 -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plastic, rubber stability
• Good oxidation stability and rust prevention
• Excellent low temperature property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 soap thickener

Application 
• Automobile SRC(Steering Roll Connector) 

system
• Automotive interior plastic lubrication area
• Areas where plastic noise is required in plastic 

lubrication

CASMOLY NL-250
SRC(Steering Roll Connector)용 그리스

CASMOLY NL-250은 Polyalphaolefin계 합성 기유와 리튬계 증주제를 베이스로 사용한 그리스로 저온 유동 성능이 뛰어난 그리스

입니다. 또한 플라스틱과 고무와의 호환성이 우수하며, 산화안정성 및 방청성이 우수하여 장기 윤활 성능을 보장합니다. 최적의 첨

가제를 엄선 배합하여 플라스틱 윤활 시 내마모 성능이 우수하며, 내소음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합한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플라스틱, 고무 안정성

• 우수한 산화안정성 및 방청성

• 우수한 내한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 Li계 증주제

적용부위

• 자동차 SRC(Steering Roll Connector) 부위

• 자동차 내장재 플라스틱 윤활 부위

• 플라스틱 윤활에서 내소음성이 요구되는 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65~29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105W) +80 이하 KS M 2051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저온토오크 (-30℃)
gfㆍcm[기동/회전]

3,000 이하
1,500 이하

KS M 2130(6.20)

그리스 입자 크기,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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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AM-39
Automotive Power Folding Mirror Grease

CASMOLY AM-39 is made designed for wide temperature lubrication of sliding surfaces, small gear unit and 
automotive power folding mirror mechanism.
It provides good lubrication to such as small gears for plastic, metal due to a good extreme pressure resistance and 
anti-wear properties, also it prevents pollution to other parts due to low oil spread.
Especially, CASMOLY AM-39 has anti-wear property and oxidation stability under long-term lubricating because it 
improves durability by several kinds of solid additives.

Description

Test Items CASMOLY AM-39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25℃) 310-34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0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Evaporation Loss (wt%) Max. 0.3 ASTM D 972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Oxidation Stability(kg/cm2) Max. 0.3 ASTM D 942

Water Washout (wt%) Max. 5.0 ASTM D 1264

Four Ball E.P.(kg) Min. 250 ASTM D 2596

Four Ball wear(mm) Max. 0.5 ASTM D 226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1,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anti-wear and E.P. properties
• Excellent oxidation-stability 
• High temperature and low bleeding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5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PTFE
• Urea thickener
• Special solid lubricant

Application 
• Automotive power folding mirror gear
• Automotive window actuator
• Small motor and gear for automotive 

electrical component

CASMOLY AM-39
자동차용 그리스

CASMOLY AM-39는 플라스틱, 고무에 적합하고 저온성이 우수한 합성유를 사용한 우레아 그리스로 다종의 첨가제를 엄선배합하

여 제조된 자동차 전격미러용 그리스입니다. 극압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플라스틱 및 금속의 소형기어 등에 우수한 윤활을 보장

합니다. 또한 오일의 퍼짐성이 적어 다른 부위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다량의 고체첨가제는 내구성을 향상시켜 장기윤

활시에도 변색이나 산화가 적으며, 우수한 윤활성을 유지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장기윤활성

• 저온성 우수, 산화안정성이 우수함

• 내수성이 특히 뛰어남

• 사용온도범위 : - 50℃ ~ +150℃

주요성분

• Polyurea, PTFE, 합성유, 특수 고체 윤활제

적용부위

• 자동차 전격미러의 모터 부위

• 자동차 윈도우 엑츄레이타 부위

• 기타 자동차 전장부품의 소형모터, 기어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310 ~ 340 KS M ISO 2137

적점(℃) 20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3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수세내수도, wt% 5.0 이하 KS M ISO 11009

내하중(4-Ball), kg 250 이상 ASTM D 2596

내마모(4-Ball), mm 0.5 이하 ASTM D 2266

저온토오크 (-40℃)
gfㆍcm[기동/회전]

1,000/500 이하 KS M 2130(6.20)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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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AR-2 
Grease for automotive parts

CASMOLY AR-2 is lithium grease made of a highly refined mineral oil, anti-wear additives, rust- preventive additives, 
and solid white lubricants.
CASMOLY AR-2 has excellent mechanic stability and good anti-rust and anti-wear properties, and so it is very well 
suited for seat guide rail of automotiv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AR-2 Test Method

Appearance Light amber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Worked Stability 105 Max. 34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ax. 175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Max. 1b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5 ASTM D 942

Emcor Test Max. Grade 1 DIN 51802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Good thermal stability
• Good resistance to oxidation
• Excellent rust preventive property
• Excellent anti-wear property
• Service temperature: -30℃ ~ +120℃

Main Ingredient
• Highly refined mineral oil
• Special lithium-soap thickener
• White solid lubricant

Application 
• Lubrication for seat guide rail of Automotive
• Sliding part of Mechanic

CASMOLY AR-2
자동차 부품용 그리스

CASMOLY AR-2 그리스는 고도 정제 광유에 마모 방지제, 방청제, 백색 고체 윤활제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리튬 그리스로 기계적

인 안정성과 내마모성, 방청성 등이 뛰어난 자동차 seat guide rail용 그리스입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열안정성, 산화방지성

• 뛰어난 방청성 및 내마모성

• 사용온도범위 : -30℃ ~ +120℃

주요성분

• 고급 정제광유, 리튬 증주제

• 백색 고체윤활제

적용부위

• 자동차의 seat guide rail 윤활

• 기계 슬라이딩 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담황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혼화 안정도 345 이하 KS M 2051

적점(℃) 175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1b 이하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산화안정도, kg/cm2 0.5 이하 KS M 2049

방청성 1등급 이하 KS M ISO 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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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NL-750
Plastic Grease with non-spread properties (HMC MS No.-MS511-39 HDL)

CASMOLY NL-750 is lithium soap grease based on synthetic oil that is suitable for plastic and rubber with various 
kinds of special additives selected carefully. It has good low-temperature fluidity and thermal properties at high 
temperature.
Especially, it provides a good lubrication properties and prevents pollution to other parts like plastic materials and 
small plastic gear etc. due to its low oil spread properties.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NL-750 Test Method

Appearance Yellow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90 ASTM D 566

Copper Strip Corrosion 1a ASTM D 4048

Oil Separation (wt%) Max. 3.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Water washout (wt%) Max. 3.0 ASTM D 1264

Shear viscosity
(-40℃, 1,000S-1), Pa·s

Max. 100 DIN 51810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2,500
ASTM D 1478

Running Max. 1,0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compatibility with plastic 
• Non-spreading property
• Good thermal properties and oxidation stability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 Lithium soap
• Special white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Friction lubrication parts for automotive door 

knob
• Automotive switch parts
• Other plastic small parts and gear etc.

CASMOLY NL-750
플라스틱용 비확산 그리스 (HMC MS No.-MS511-39 HDL)

CASMOLY NL-750은 플라스틱 및 고무에 적합하고 저온성이 우수한 Polyalphaolefin계 합성 기유와 리튬계 증주제를 베이스로 사

용한 그리스로 다종의 첨가제를 엄선 배합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전용 비확산 그리스입니다. 또한, 저온에서의 유동 성능과 고온에

서의 열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소재 및 소형 기어 등에 적용 시 비확산성을 가져서 다른 부위로의 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수한 윤활 성능을 보장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매우 우수한 플라스틱 안정성

• 우수한 비확산성

• 우수한 내열성, 산화안정성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Li계 증주제

적용부위

• 자동차 도어 핸들 마찰부

• 자동차 각종 스위치 부위

• 기타 플라스틱 소형부품, 기어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노란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9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3.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저온토오크 (-40℃)
(gfㆍcm)[기동/회전]

2,500 이하
1,000 이하

KS M 2130(6.20)

수세내수도, wt% 3.0 이하 KS M 2087

전단점도
(-40℃, 1,000S-1), Paㆍs

100 이하 DIN 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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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ASN-1 is designed for plastic and metal lubrication based highly refined mineral oil thickened with special 
lithium soap and various additives. 
Suitable for long-term lubrication equipment requiring corrosion protection and oxidation stability Grease is suitable 
for plastic and steel lubrication requiring excellent wear resistance and low noise. Also it prevents grease and oil 
spread to other components.

Description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compatibility between plastic and 

steel lubrication
• Good rust resistance and oxidation stability
• Anti-wear and anti-load properties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Refined mineral oil
• Lithium soap
• Special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Lubrication for plastic to plastic
• Lubrication for metal to metal
• Lubrication for metal to plastic
• Parts requiring non-spread oils

CASMOLY ASN-1은 특수 리튬 증주제와 고정제 광유로 제조 된 플라스틱/금속 윤활을 목적으로 한 그리스입니다. 부식 방지 및 

산화 안정성을 요구하는 장기 윤활 설비에 효과적인 그리스로 뛰어난 내마모성, 저소음성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및 스틸 윤활에 적

합합니다. 또한 그리스나 오일이 타 부품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플라스틱과 스틸윤활의 뛰어난 호환성

• 뛰어난 부식방지 및 산화안정성능

• 내하중 및 내마모 성능 보유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리튬 증주제, 정제광유

• 저마찰계수를 위한 특수 고체첨가제

적용부위

• 플라스틱/플라스틱, 금속/금속 윤활용

• 플라스틱/금속 윤활용

• 오일 및 그리스의 비산방지 요구되는 부품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SMOLY ASN-1
Grease for Plastic/Metal

CASMOLY ASN-1
플라스틱 / 금속 윤활용 그리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4.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5 이하 KS M 2037

내마모(4-Ball), mm 1.0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126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30℃)
gfㆍcm[기동/회전]

2,000/500 이하 ASTM D 1478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ASN-1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4.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5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 ASTM D 4048

Four Ball wear (mm) Max 1.0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126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2,0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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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VL-430
Grease for Window motors

CASMOLY VL-430 is PAG (Poly Alkylen Glycol) based grease thickened with Lithium-soap to show good compatibility 
with rubber and plastic. Compared to the same type of grease, the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is very good, and 
water-insoluble PAG guarantees good resistance to water wash-out.
CASMOLY VL-430 increase the durability in application part with good EP and anti-wear property.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VL-430 Test Method

Appearance Beige -

Worked penetration (25℃) 270~28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95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1.0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Four Ball wear (mm) Max. 0.8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126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6,000
ASTM D 1478

Running Max. 2,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Excellent quality-stability
• High temperature stability
• Good anti-oxidation.
• Excellent water resistance
• Excellent lubrication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PAG
• Lithium soap
• Several kinds of additives

Application 
• Automobile window motors
• Part requiring compatibility with rubber and 

plastics

CASMOLY VL-430
윈도우 모터용 그리스

CASMOLY VL-430 그리이스는 PAG(Polyalkyleneglycol)에 리튬 증주제 그리스로 고무 및 플라스틱과의 상용성이 매우 우수합니

다. 동종의 그리스에 비해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비수용성 PAG를 사용하여 그리스의 내수성 및 윤활성이 우

수합니다. 본 제품은 내마모성능 및 내하중성능도 비교적 우수하여 적용부위에서의 내구성을 증대시켜줍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재질안정성

• 우수한 고온안정성/산화안정성

• 우수한 내수성

• 우수한 윤활성능

• 사용온도범위 : -40℃ ~ + 150℃

주요성분

• 리튬 복합 증주제, 합성기유(PAG)

• 산화안정제, 방청제, 특수윤활제 등

적용부위

• 자동차 윈도우 모터 기어 부위

• 고무, 플라스틱 재질과의 상용성이 요구되는 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베이지색 -

혼화 주도(25℃) 270 ~ 285 KS M ISO 2137

적점(℃) 195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1.0 이하 KS M 2037

내마모(4-Ball), mm 0.8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126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40℃)
gfㆍcm[기동/회전]

6,000/2,500 이하 KS M 2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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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ML-23W
Grease for high-Load and wear resistance

CASMOLY ML-23W is based on PAO and lithium-soap grease with carefully selected additives.  
It guarantees long lasting lubrication, protection of oil contamination from lubricating parts and no electrical 
problems which can be caused by silicone materials.

CASMOLY ML-23W is available for lubrication of variable materials, like Plastic/Metal, Metal/Metal movement, under 
both high and low load.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ML-23W Test Method

Appearance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310~340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20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Evaporation Loss (wt%) Max. 0.4 ASTM D 972

Copper Strip Corrosion Max. 1a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Four Ball wear (mm) Max. 0.7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250 ASTM D 2596

Low 
Temperature 
Torque test 

(-40℃, gf.cm)

Starting Max. 1,500
ASTM D 1478

Running Max. 8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Wear resistance
• High pressure capability
• Long term lubrication
• Good corrosion protection
• Protection from oil contamination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PAO (Poly Alpha Olefin)
• Lithium soap thickener
• PTFE, Special solid white lubricant

Application 
• Control Cable 
• Small Motor 
• Sliding and guiding part
• Lubrication for Car-seat cable 

CASMOLY ML-23W
고하중 내마모성 그리스

CASMOLY ML-23W는 금속, 플라스틱, 고무에 적합한 합성유와 리튬비누기를 증주제로 한 그리스로 다종의 첨가제를 엄선배합하

여 제조되어 윤활부위에 이상적인 그리스입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장기 윤활을 보장하며 오일의 퍼짐성이 적어 다른 부위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실리콘계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전기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없습니다. 플라스틱/금속, 금속/금

속등의 각종 재질에서도 우수한 윤활성을 발휘하여, 경하중뿐만 아니라 고하중에서도 우수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우수한 내마모성 및 극압성

• 장기윤활성 및 뛰어난 방청성

• 사용부위의 오염 방지(오일의 퍼짐성 적음)

•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Lithium soap, PTFE, 합성유

• 특수 백색 고체 윤활제

적용부위

• 컨트롤 케이블, 소형모터

• 슬라이드 및 가이드 부위

• 자동차 시트 케이블등의 윤활부위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310 ~ 340 KS M ISO 2137

적점(℃) 20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무변색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증발량, wt% 0.4 이하 KS M 2037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7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250 이상 ASTM D 2596

저온토오크 (-40℃)
gfㆍcm[기동/회전]

1,500/800 이하 KS M 2130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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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OLY PL-102
Special Plastic Grease

CASMOLY PL-102 is designed for plastic based on synthetic oil having a very good compatibility with most plastic 
materials.
It has an excellent lubricity under low temperature operations, and enables a long-term lubrication in plastic gears. 
CASMOLY PL-102 has no side effect to electric contact and successfully is applied on lubrication of plastic and metal. 
Also, it is greatly superior to reduce the noise.

Descrip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ll values are not intended for use in preparing specifications.

Test Items CASMOLY PL-102 Test Method

Appearance Milky White -

Worked Penetration (25℃ 265~295 ASTM D 217

Dropping Point ℃) Min. 180 ASTM D 566

Oil separation (wt%) Max. 5.0 ASTM D 6184

Copper Strip Corrosion Max. 1b ASTM D 4048

Oxidation Stability (kg/cm2) Max. 0.3 ASTM D 942

Four Ball wear (mm) Max. 0.65 ASTM D 2266

Four Ball E.P. (kg) Min. 200 ASTM D 2596

Polystyrene reaction test
(60℃×24hours)

No Reaction -

Low 
Temperature 
Torque test 

(-30℃, gf.cm)

Starting Max. 1,500
ASTM D 1478

Running Max. 500

Typical PropertiesCharacteristic
• Very good compatibility with plastic
• Good low temperature property
• Excellent adhesive property
• Superior oxidation stability
• Long term lubrication
• Service temperature: -40℃ ~ +150℃

Main Ingredient
• Synthetic oil, lithium soap thickener, white 

solid lubricants

Application 
• Plastic to plastic: reduction gears
• Plastic to metal: small motor gears, slides, 

guides, audio components 
• Automotive components, electronic 

appliance, office machines,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 Fuel filler door release cable

CASMOLY PL-102
플라스틱 전용 그리스

CASMOLY PL-102는 고무와 플라스틱과의 친화성이 우수한 그리스로 합성유를 기유로 하여 특수 고체 윤활제를 최적의 상태로 

배합한 플라스틱 전용 그리스입니다. 또한 금속과 금속의 윤활에도 우수합니다.

제품설명

제품특성

• 고무와 플라스틱과의 우수한 상응성

• 우수한 점착력

• 우수한 산화 안정성

• 넓은 사용온도범위 : -40℃ ~ +150℃

주요성분

• 합성유, Lithium soap

• PTFE, 특수 고체윤활제

적용부위

• 금속/플라스틱, 플라스틱/플라스틱, 금속/고무의 

장기윤활

• 전자부품, 사무기기

• 정밀기기 및 광학기기

• 자동차 부품의 플라스틱 기어

대표성상

※ 상기 대표성상은 성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조일 기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결과값 시험방법

외관 백색 -

혼화 주도(25℃) 265 ~ 295 KS M ISO 2137

적점(℃) 180 이상 KS M ISO 2176

동판부식 1b 이하 KS M 2088

이유도, wt% 5.0 이하 KS M 2050

산화안정도, kg/cm2 0.3 이하 KS M 2049

내마모(4-Ball), mm 0.65 이하 ASTM D 2266

내하중(4-Ball), kg 200 이상 ASTM D 2596

Polystyrene 수지 반응,
60℃×24hr

무반응 -

저온토오크 (-30℃) gfㆍ
cm[기동/회전]

1,500 / 500 이하 KS M 2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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