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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유니버셜오일 ㈜ 

대표이사 

손인호 

본사 및 공장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15-8, 25 

설립 일자 

2004년 09월 01일 

사업자 등록번호 
603 – 81 – 57179 

위험물 제조소 허가번호 

제 10 – 895 – 890904 

주요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 

홈페이지 
www.universaloils.co.kr 
www.exxa.co.kr 

생산능력 및 주요설비 

윤활유 제조탱크 (16000L 외) 10기 / 연간생산량 20000 K Ltrs 
그리스 제조탱크 (7ton 외) 12기 / 연간생산량 9000 tons 

직원 현황 

총 32명 (생산 10, 연구/기술 6, 관리 6, 영업 10) 

매출 현황 

122억원 (2016년), 150억원 (2017년) 

주요 생산 품목 

절삭유(수용성/비수용성), 소성가공유, 방청유, 세척제, 
열처리유, 산업용윤활유(유압작동유, 기어유, 열매체유), 
자동차 윤활유, 그리스, 기타 특수윤활유 

대표 전화 
Tel . 055 – 338 – 7255 ~ 6 
Fax . 055 – 338 –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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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bout 

Universaloils 는 신기술 절삭유와 각종 산업용 윤활유를 생산하는 회사로 고도로 성장하는 첨단산업과  
함께 고품질의 윤활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석유자원이 고갈되고 있지만 새로운 윤활유 산업은 첨단  

화학산업 입니다. 새로운 물질의 신기술 윤활유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미래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성의 윤활유들은 더욱 시장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오일은 기존의 절삭유 메커니즘과 차별화 되는 기술로 사용자와 함께 느끼며 사용되어지고, 
난삭재의 중절삭 가공에서 초극압 윤활성과 안전한 제품 성능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환

경적이며 인체의 유해성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여러 고객들에게 동반자로 다가 가겠습니다. 

신기술의 개척자  
(Pioneer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개발과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한차원 높은 고성능의  

절삭유 보급에 앞서 나가는  

윤활유 전문 Maker가  

되고자 합니다. 

고객의 성공 
(Customer Success) 

우리는 고객의 이익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받으며 고객과 함께 

발전 하고자 합니다. 

성실과 정직 
(Integrity & Trust) 

높은 윤리관에 기초하여 개인적  

생활이나 직업적 생활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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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유니버셜오일(주) 법인설립 [납입자본금 50백만원] / 석유정제업 신고 

10.  윤활유 생산개시 (금속가공유, 유압작동유, 방청유 등) 

08. (주)용강석유공업사 인수합병 / 제1공장 등록 / 그리스 생산개시 

1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ACE인증원) 

2007 

2008 
03.  MAIN-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정 (중소기업청) 

09.  서비스표&상표 등록 ; UNIVERSAL OILS, 그랜트 GRANT (특허청) 

03.  수출기업화사업 업체선정 (중소기업청)  

06.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 (한국석유관리원) 

2009 

2011 
07.  환경표지 사용인증 “친환경 생분해성 유압작동유”(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12.  자본증자 [납입자본금 250백만원] 

2013 
02.  공장 및 사무동 신축완공 / 제2공장 등록 / 생산설비증설 

03.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해외지사 설립 “PT. UNIVERSAL OIL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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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정 (중소기업청) 

03.  한국무역협회 등록 

05.  베트남 수출개시 

09.  중국현지 상표출원 (중국상표국) 
2015 
0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미래창조과학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 
02.  환경표지 사용인증 “친환경 생분해성 절삭유&기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 
03.  인도네시아 지사 신재생에너지 동식물성유지 유통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식물성유지 수입 개시 

0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규 에스테르 기반 고성능 / 친환경 자동차  

       엔진 윤활유 개발”(중소기업청) 

07.  EXXA / 울산챔프레이싱팀 스폰계약 

09.  제품공정 기술 개발사업 선정 “동남아시아 수출용·고온다습 환경용 방청· 

       고온 안정성 고성능 절삭유제 개발”(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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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UNIPOL 기술연구소 

    기술개발팀 

    품질관리팀 

    물류관리팀 

    경리회계팀 

    관 리 부 

    생산 2팀 

    생산 1팀 

    생 산 부 

    EXXA 영업 2팀 

    EXXA 영업 1팀 

    EXXA 사업부문 

    기술마케팅팀 

    연료사업부 

    바이오중유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문 

    케미칼 사업부 

    영업 2팀 

    영업 1팀 

    I & M 사업부문 

    서 울 지 사 

    창 원 지 사 

    대 구 지 사 

    해외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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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의 Emulsification Mechanism을 

도입한 Solex  수용성 절삭유는 우수한 안

정성과 윤활성으로 다양한 가공과 소재에 

적합하며, 특히 Al, Copper, Magnesium 소

재나 항공기 부품 가공에서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첨가제의 구성으로 유독

한 성분, 발암성 물질, 중금속류를 전혀 사

용하지 않고 합성류의 첨가제, 자연오일,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산업현장

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고급 수용성 절삭

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오일사의 Cutwell  비수용성 절삭

유는 고도로 정제된 Paraffinic Base Oil과 합

성형의 윤활첨가제(Synthetic Additives) 및 

합성형의 고급 극압첨가제 

(Extreme Pressure Additives)를 사용하여 윤

활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합성첨가제의 구성으로 

냄새가 Mild하여 가공과 후공정의 연관성

을 고한 신기술의 비수용성 절삭유 입니다. 

Welldraw, Wellpress, Punchwell, 

Wellformer 와 같은 소성가공유는 다

양한 방법의 금속가공에서 탁월한 작

업성으로 공구와 금형의 마모를 감소

시켜 높은 생산성과 원가 절감을 줄 

수 있는 고윤활성의 소성가공유 입니

다. 

수용성 절삭유 
(Solex  series) 

비수용성 절삭유 
(Cutwell  series) 

소성가공유 
(Metal Deformation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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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오일사의 Rustan RX, Aqua 

등의 금속방청유 제품은 고급 용제와 

Lubrizol, Ethyl, Afton, Dover 등의 최

고급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합니다.  

Exclean Product series 수용성 열처리유 : Solex Quench series 

비수용성 열처리유 : Quenchro RT, MT, 

Temp series 

금속방청유 
(Rust Preventives) 

세척제 
(Metal Cleaners) 

열처리유 
(Heat Quenching 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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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작동유, 난연성/생분해성 유압작

동유, 기계유, 기어유, 습동면유, 진공

펌프유,압축기유, 열매체유, 트랙터오

일, 터빈유, 탭핑유 등 

가솔린 및 디젤 엔진오일, 자동변속기유, 오

토바이용 2T & 4T, 자동차용 기어유 등 

EXXA Engine Oil 스폰 레이싱팀 KRC  

레이싱 3전 루키전(우승), 튜어링A(우승), 

슈퍼2000 (3위),  5전 슈퍼2000(우승),    

2017년 종합 우승 

2018 넥센 스피드 레이싱 공식 후원  

구름베어링용 그리스, 자동차 휠베어링 그

리스, 다목적 그리스, 자동차 섀시 그리스, 

고하중용 그리스, 특수그리스 

산업용 윤활유 
(Industrial Lubricants) 

자동차 윤활유 
(Automotive Lubricants) 

그리스 
(Grant G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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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제조 Tank 수용성 제조 Tank 6기   

비수용성 제조 Tank 4기 (16,000L 외 연간 생산량  20,000 K Ltrs) 

그리스 제조 Tank 칼슘그리스 Tank 4기   

리튬그리스 Tank 8기 (7ton 외 연간 생산량  9,000 tons) 

기유 저장 Tank 옥내 저장 Tank 11기  

지하 저장 Tank 10기 (20,000L 외) 

기타 부대 설비 열매체 보일러 2기 (50만kcal 외) 

자동 충진기 (충진기, 탭핑기, 이동레일, 박스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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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하이테크 동점도 시험기 

ISTEK PH Meter 

- 습윤상자시험기 

ISTEK 전기전도도 메타 

설비명 설비명 제조회사 제조회사 

ATTENSION 표면장력 시험기 

Mettler 전산가 시험기 

ATAGO 당도계 

TANAKA 유동점 시험기 

SCAVINI RPVOT 

OHAUS 전자저울 

LAWER 항유화성 시험기 

LAWER 기포 시험기 

대광기기계측 비중계 

동일사이언스 인화점 시험기(COC) 

한영과학 산화안전도 시험기 

동경과학 DRY OVEN 

동일사이언스 인화점 시험기(PMCC) - Hot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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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시험기 

동영사이언스 증발량 시험기 

KEM TBN 시험기 

CANNON CCS 시험기 

설비명 설비명 제조회사 제조회사 

ISTEK 동판부식 시험기 

Mettler 칼피셔 수분분석기 

VISIONTEC 염수분무 시험기 

PHILIPS 금속분 시험기(XRF) 

동영사이언스 절연파괴 전압시험기 

동영사이언스 황함량 시험기 

- 이유도 시험기 

ivf 냉각성능 시험기 

창신 과학 Shaking Incubator 

YOSHIDA 적점 시험기 

Koehler 방청성능 시험기 

Tintomter 색도 시험기 

- 혼화안정도 시험기 동영사이언스 Digital Heating Mantle 

PERKIN ELMER FR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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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서비스표 등록증 상표 등록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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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제(수용성) 절삭유제(수용성) 절삭유제(비수용성) 방청윤활유 

용제희석형 방청유 일반용 그리스 구름베어링 그리스 집중급유용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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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유(공업용2종) 기 계 유 유압작동유 프로세스유 

육상내연기관용 윤활유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생분해성 기어유 생분해성 절삭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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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거래처 외 자동차공업, 선박, 정밀기계, 전자부품, 중공업, 철강회사 다수 업체 거래 중 



UNIVERSAL OILS CO., LTD. 

#15-8, Masa-ro, Saengnim-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universaloils@hanmail.net 

Tel. +82-55-338-7255~6     Fax. +82-55-338-7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