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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주식회사 쓰리알은  Reuse(재사용)   Reduce( 절감)  Recycle(재생)의 앞글자만 딴 것입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정직한 녹색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경영 이념으로 1978년3월 설립했습니다. 
 
현재 쓰리알 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일여과기는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을 비롯해  
 
화력발전소의 터빈유압기계 설비 및 선박용에도 장착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환경 친화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창립 당시부터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이루고 있으며 
 
ISO인증 , 녹색인증 등을 취득해 친환경 기업임을 인증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로 품질안정과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품질 방침 
 
   1. 환경경영 
   2. 원칙경영 
   3. 고객위주 경영 
   4. 기업선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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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여과기 개요     회사 개요  / 연혁 
 

 
 
 
 
·2000  EM마크(우수 품질인증)획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1  QS 9000 인증 획득 (화연 인증원). 특허 신 지식인 선정 (특허청) 
·2002  신기술실용화 석탑산업훈장 수상 
·2003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 승인 (해양수산부) 
·2004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산업자원부) 
·2006  NEP(신제품인증)-산업자원부장관 
·2008  오일여과기 및 여과시스템(특허청),  
·2008  ISO/TS 16949(품질경영)시스템인증 
·2008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2010  우수자본재개발 대통령 표창 
·2011  제5회 다산대상 실용과학부문 수상, 녹색기술인증(지식경제부) 
·2012  녹색전문기업인증(지식경제부) 
·2013  녹색기술인증(지식경제부) 
 
 
 
 

 

 
·1979  (주)세양인터내셔날 법인 설립 

 

·1983  모범기업 상공부장관 표창 
 

 
·1993  우수 기계 국산화 개발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1994  (주)쓰리·알로 상호변경 
·1995  우수 자본재 개발 공로로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1996  군용 표준화에 오일 크리너 적용 
·1997  K.R (한국선급) 승인 
·1998  ISO 9002 인증(한국능률협회) 
·1998  현대자동차 버스 전차종 및 트럭 표준화 
·1998  벤처기업 지정, 벤처기업 대상 수상(산업자원부장관) 
·1999  기술혁신상 수상(중기청장) 
·1999  신 기술인증(NT 마크) (산업자원부) 
·1999  신지식인 선정(산업자원부) 
·1999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국무총리 단체표창) 

 

198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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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특허 오일필터및이를포함하는 오일여과장치(제10-1456580호)
·2016  녹색기술인증(산업통상자원부)
·2018  특허 오일필터및이를포함하는 오일여과장치(제10-1853677호)



   회사 개요 / 주요 실적 및 파트너 

자동차 Maker 

산업 설비 제작 

각종 금속 가공 및 생산   

 운수(버스) 

제철 / 제강 

국방부 (군수물자) 

  사출 및 프레스 공장 

선박 

(대원여객운수 / 경기고속) 

동아경금속  서울종합금속  대창경금속  창성금속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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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여과기 개요 THREE · R / Oil Cleaner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업 인증 

기술의 핵심역량 보유 

ISO 인증 
신기술 인증 

 오일여과 산업에  
선도적 역할  수행 

 에너지 절약 

국산화 기술 
개발 성공 

신뢰성 지속 

환경 보호 

품질의 객관적 입증 

기술력 극대화 

품질경영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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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작동유 / 윤활유 / 기어유 / 절삭유 / 열처리유 / 전기절연유 / 터빈유 / 연료유 / 냉동기류 / 스핀들유  

 
/ 세척유 / 압연유 / 트랜스미션유  / 콤프레셔유 /  진공펌프오일 / 각종 산업용 윤활유 

 

제철 · 제강공장 

건설 중장비 · 차량 

 사출공장  석유·화학 공장  프레스공장  다이캐스팅 공장  발전· 변전설비 

 선박 기계 제작 공장 

산업별 

여과 대상 유종별 

  오일 여과기 적용 분야 

 인쇄공장 금속기계가공 제지공장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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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PASS  산업용 오일 여과기의 필요성 

오염 및 변질 된 오일 사용시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 하여 기계의 손상을 막고 순도 유지에 의해 오일을 장시간 사용 

● 펌프 마모 및 파손   ● 각종 밸브의 막힘 
● Seal부 파손, 마모   ● 기계의 작동 불량 
● 오일누유                 

 
 
● 오일의 산화촉진에 의한 
    오일 수명 단축 
 
 

 기계 작동중 이물질 혼입 유중의 수분발생 
 

오일 산가 증가 
 

  작업 및 환경에 의한 현상 온도변화에 의한 현상 오 
일 
의 
 

열 
화 

  
오일 점도 변화 

 

기계 노화 속도 증가 

 
기계 마모 촉진 

 

기계 부식화 진행 

금속분 및 슬러지 발생 

마모 및 이물질 혼입 현상 

오일로 인한 기계 결함 발생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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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관리의  목적 및  관리적 효과 THREE · R / Oil Cleaner 

오일 경비의  
대폭 절감 

  장비 수명 연장 

기계적 
고장 

10% 

 기타 

 5% 

운전 

과부하 

5% 

 보전 

불량 

10% 

작동유 관리의 
불량 

 
 70% 

유압기기  
고장원인 

펌프 
47.6% 

배인모터 
8.8% 

솔레노이드 
밸브 45.2% 

릴리프밸브 
41.7% 

실린더 15.6%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자손 
18.2% 

마모 
16.7% 

표면긁힘
12.7% 

마모 
2.9% 

표면긁힘 
5.9% 

작동불량 
32.4% 

솔레노이드
훼손 12.8% 

작동불량
27.8% 

성능불량
13.9% 

성능불량
11.8% 

마모 
4.6% 

생산성  
저하 방지 

보전 및 유지 
비용 절감 

 환경오염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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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여과기 사용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이익과 폐유 감소로 인한 환경적 차원에서 기여 하는 오일 클리너의 Merit 

THREE · R / Oil Cleaner 

 
1. 보전비 · 부품 교체비의 절감 

42.1 % 

2. 고장으로 인한 파급손실의 절감
21.1 % 

       3. 사용 연수의 연장에 의한  
설비     투자의 절감 
                            13.9 % 

 4. 마찰감소에 의한  
      에너지소비의 절감 

      18.1% 

 5. 가동률 기계효율의 향상에           
     의한 설비투자의 절감 
                 2.8% 

7. 윤활유 경비의 절감 
  0.8% 

 
   6. 노동력의 절감 
             1.2% 

윤활관리의  
경제적효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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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기준  
    ① 설  비  명  : H.Y.D UNIT   
    ② TANK용량  :  1,000L                        
    ③ 현재 오일교환주기 : 6개월(1년 2회)  
    ④ 오 일 가 격 : 2,000원/L     
                     

  2. 경제성 비교 ( ※ 오일가격 및 폐유처리비용과 T·R 가격은 변동 될 수 있음)              (일반 작동류)                                                               

구   분 현  재 (여과기 미 적용) 정밀오일여과기 적용 시 비  고 

오일교환비용 
(청소비용포함) 

1,000L×2,000원×1회/1년 ×15년 
                             = 30,000,000원 

1,000L×1회×2,000원 
                        = 2,000,000원 

  

폐기물처리비용 
1톤×0.89(비중)×1회/1년 ×15년 
          ×130,000원 = 1,735,500원 

1톤×0.89×130,000원 
                        = 115,700원 

T.R오일크리너 
ELEMENT비용 

4회(3개월) ×1개×10,000원 
          ×15년 =600,000원 

T.R여과기 설치비용   1,000,000÷15년=(66,670) 

계 31,735,500원 3,715,700원   

  ◎ 오일교환경비에 따른 경비 절감 액 
      31,735,500 원 - 3,715,700원 = 28,019,800원/15년 

       ※ H.Y.D UNIT 1대 기준 매년 약 1,868,000원의 금액이 절감 됩니다.   (기존 대비  90% 이상 절감) 

  ◎보전비용, 고장으로 인한 파급손실절감. 작업장청결. 환경 오염 방지 등의 더 큰 merit가 있습니다. 

⑤ 폐유처리비용 : 130,000원/TON  

⑥ T.R 오일여과기 적용 시 오일수명 : 15년  
⑦ T.R ELEMENT 가격 : 10,000원 

⑧ T.R ELEMENT 교환주기 : 3개월 

  경제성 및 설치 효과 (예시)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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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GRADE 규격 

  오염 CLASS 00급 0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5~15 ㎛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 32,000 64,000 128,000  256,000 512,000 1,024,000 

15~25 ㎛ 22 44 89 178 356 712  1,425 2,850 5,700 11,400 22,000  45,600 91,200 182,400 

25~50 ㎛ 4 8 16 32 63 126  253 506 1,012 2,025 4,050  8,100 16,200 32,400 

50~100 ㎛ 1 2 3 6 11 22  45 90 180 360 720  1,440 2,880 5,760 

100 ㎛ 이상  0 0 1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실제 어려움 MISSILE용   유압작동장치 전반         

                    NCI 공작기계 산업용ROBOT             

입
자(

먼
지)

의
 

크
기
 

(

미
크
론)

과
 

그
 

수
 

 ② 상단여과(2단) 

④ 외지관 압입  

① 표면여과(1단) 

⑤ 밑면 부직포 부착 (4단)  

  오염도 측정 기준 THREE · R / Oil Cleaner 

  
    ③ 하단 미립자 보촉(3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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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FILTERATION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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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필터 여과방식 (0.1~0.5㎛)  

엘레멘트  4단 여과의 원리 및 여과 방식  

일반 오일  FILTER  여과방식 (5 ~ 20㎛)  



  제품 소개 산업용 오일여과기 (이동식) 

M100 - 6R 

 
모터,펌프를 내장한 바이패스식 여과기로서 연속적으로 정밀 여과하여  
불순물과 수분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오일 상태 유지. 
 

 모델명 

외관치수 

적용 엘레멘트 

모터 용량 

여과유량 

최고압력 

배관경 

탱크용량 

M100 - 6R 

500W X 960L X 720H 

M100  · X100  · WG 

0.75KW X 4P 

18 ~ 20 ℓ/min 

5Kg/ ㎠ 

3/4 

6,000ℓ  

자체중량 90Kg 

M100 - 4R 

500W X 720L X 720H 

M100  · X100  · WG 

0.75KW X 4P 

14 ~ 16 ℓ/min 

5Kg/ ㎠ 

3/4 

4,000ℓ  

75Kg 

 Water Glycol계 오일 전용 및 대용량 Type은 주문 제작 

M100 - 4R 

OSCA - M Series (이동식)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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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개  

모 델 명 방청유 여과 시스템 

유 량 60 ℓ/min 

적정 압력 0.5 ~ 1.5 MPa 

전 원 220~440V  

배 관 경 3/4 “ 

적용탱크용량 6,000 ℓ 

기기 중량 85 kg 

모 델 명 M100-8R 

유 량 24 ～ 28 ℓ/min 

적정 압력 3 ～ 3.5 kg/㎠ 

MOTOR & 

PUMP 

220~440V×50~60Hz×0.75

KW×4P×216HBVB 

전 원 220V~440V  

배 관 경 3/4 “ 

적용탱크용량 8,000 ℓ 

기기 중량 130 kg 

여 과 정 도  NAS 6~7급 (오염도에 따라) 

산업용 오일여과기 (이동식) 

모 델 명 M100-ES6RT 

유 량 18 ～ 21 ℓ/min 

적정 압력 3 ～ 3.5 kg/㎠ 

MOTOR & 

PUMP 

380V×50Hz×0.75KW×4P×

212HWMVB 

전 원 380V 3상 

배 관 경 3/4 “ 

적용탱크용량 6,000 ℓ 

기기 중량 120 kg 

적정 진공압 -25 ~ -35 cmHg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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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TRS –KM100-5RMC(S) / 8RMC(S) - 이동식 THREE · R / Oil Cleaner 

 
OSCA  - M Series  모델 보다 더욱 진화한 디지털화 된 개발형으로 오일 상태에 
대해 실시간으로 오염등급 및 수분량 확인이 가능 함 
 

15 

마그네틱을 이용한  
금속성분 제거 

엘레멘트의 교환주기, 기기 이상 
유무 및 작동 여부 확인 가능 

수분 센서  파티클 센서 



BU 32 BU-100E 

SE 100-2R SE-100N 

  제품 소개  산업용 오일여과기 개요 (부착식) 

 SE Series 

 BU Series 

모든 유압기계에 장착 할 수 있게 개발 된 기계 장착형 바이패스 
오일 여과기. 
 
모터,펌프 일체형으로 Compact 하게 설계 된 제품이며 Main  
Machine의 압력손실이 없어 모든 유압기계에 광범위하게 사용.     

 
Bleed-off 유압구조를 이용한 여과 방식으로 유압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액츄에이터 등의 기계에 흐르는 오일 일부를 분지하여 정밀 
여과하여 직접 오일탱크에 되돌리는 In Line형 바이패스 여과기.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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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개 산업용 오일여과기 (SE Series) 

 모델명 

여과정도 

적용 엘레멘트 

모터 & 펌프용량 

외관 치수 

IN · OUT 구경 

탱크용량 

SE – 100N 

NAS 6 ~7급(오염도에 따라) 

M100  · X100  · WG 

NOP 12AVB X 90W X 4P 

277 X 270 X 380 mm 

PT 1/4 

1,200ℓ  

자체중량 11Kg 

SE100 – 2R 

NAS 6 ~ 7(오염도에 따라) 

M100  · X100  · WG 

NOP 208 HAVB X 0.4KW X 4P 

430 X 410 X440 mm 

PT 1/2 

2,400ℓ  

30Kg 

 SE Series 
 

Specification 
 

THREE · R / Oil Cleaner 

토 출 량 (Max) 3 ℓ/min 6 ℓ/min 

RELIEF CRAKING압 5.5 Kgf/cm2 5.5 Kgf/cm2 

압력계 Ø40 X BD  Ø40 X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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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개 산업용 오일여과기 (BU Series) 

 모델명 

여과 대상유 

사용 엘레멘트 

사용범위온도 

여과유량 

사용압력범위 

IN·OUT 구경 

탱크용량 

BU – 32 

광유계 유압작동유 

M30 

0~80℃ 

1.5 ℓ/min 

10~210Kg/cm2 

RC 1/4 

300ℓ 이내 

자체중량 2.5Kg 

BU100E 

광유계 유압작동유 
/ 윤활유 등 

M100  · X100  · WG 

0~80℃ 

3.0 ℓ/min 

10~315Kg/cm2 

IN RC 1/4 OUT RC 3/8 

1,000 이내  

6.5Kg 

 BU Series 
 

Specification 
 

Check Valve 
Cranking 압력 

5.5Kgf/cm2 ± 0.3 5.5Kgf/cm2 ± 0.3 

사용 점도범위 9~180cSt 9~180cSt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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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미션 오일 여과기 

유 량 4 ～ 5 ℓ/min 

MOTOR & 

PUMP 
HMTP - 200W - FAN 

전 원 220~440V  

기기 중량 50 kg 

모델명 방청유 여과기 

유 량 60 ℓ/min 

적정 압력 0.5 ~ 1.5 MPa 

적정 진공 -0.04 ~ -0.06 MPa 

MOTOR & PUMP 220V×60Hz×1.5KW×PA930 

전 원 220V 단상 

배 관 경 PT 3/4 

적용탱크용량 200 ℓ 

기기 중량 80 kg 

  제품 소개  기타 오일여과기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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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먼트    (산업용 FILTER) 

구 분  M-30 X-100 M-100 WG100 

 외 경(mm)  

 높 이(mm) 

 무 게(g) 

표준 유량(ℓ/min) 

수분 포촉량 

여과 포촉량(g) 

여과정도 

Ø 102.6  

 114 mm 

230±15g 

1.4 ℓ/min  

60 mℓ 

53g 

Ø 177.6  

 114 mm 

230±15g 

3.2 ℓ/min  

200 mℓ 

160g 

 114 mm 

230±15g 

3.8ℓ/min  

200 mℓ 

320g 

 114 mm 

230±15g 

1.5 ℓ/min  

- 

M30 
산업용 

WG100 
산업용 

M100 
산업용 

WE 

Ø 178  

 114 mm 

230±15g 

4.1 ℓ/min  

900 mℓ 

NAS 6~7급  NAS 5~6급  NAS 6~7급  NAS 8급 - 

Ø 177.6  Ø 177.6  

THREE · R / Oil Cleaner 

Standard M-Type은 흡착성과 흡수성이 우수하며 친수성 수산기를 다수  
함유하는Cellulose 섬유를 사용한 Tap식 고성능 FILTER 임.  

●  X-Type 엘레멘트 / Long Life를 목적으로 사용 하는 휠터.  
●  WE  엘레멘트 / 유중 수분 제거 전용 휠터(일부 사용 할 수 없는 유종도 있음) 

Water Glycol계 오일을 여과 하는 전
용 엘레멘트. 
 
여과정도 및 여과효율 Contaminant 
포촉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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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 기관용 오일여과기 개요 

오염으로 인한 효율 저하 불순물 여과로 엔진 내구성 강화 

  바이패스식  오일여과기 

  

열화된 윤활유 내에 Sludge, Carbon, 유황분, 먼지, 금속분 등  

불순물을 4단 심층여과 방식으로 제거하여 신유와 같은 성상을   

보전시켜 순도 높은 유성을 유지하여 호조건의  

윤활작용을 지속 시키는 여과기임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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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 기관용 오일 여과기 운용상 현상 및 대책 

 기존 필터는 350Mesh(40마이크로)로 
 Filtering 함으로 유막에 영향 발생  
 (유막 : 약 0.2 ~0.6 마이크로) 

미세한 크기의 불순뭉을 여과하지 못한다  

불순물에 의한 오일 수명이 짧다  

운행에 따른 필터 교환 주기가 짧다  

기존 
현상 

     대책  

엔진 작동중 발생 및 혼입 되는 불순물을 
여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0.1 ~0.5 마이크로 까지 미세한 불순물 여과 가능  

오일의 성상을 유지 하여 오일 수명 연장 

필터 교환 불필요 

차량 대수  123대 

버스 엔진 사용 표본 조사 

무 보링 차량  119대 

무 보링 비율  96.5% 

무 보링 기간 1,455,500 Km 

일일 평균 주행 거리 

직행버스 : 400 Km 
시내버스 : 350 Km 
시외버스 : 500 km 

바이패스 여과기  
사용 후  

고장차량 감소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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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Series 

 
엔진 가동 중에 혼입 되는 각종 이물질  
등 불순물을 연속적으로 제거하여 순도  
높은 오일 성분을 유지 하는 바이패스식  
여과기 
 

  제품 소개 내연 기관용 오일여과기  TR Series THREE · R / Oil Cleaner 

트리플 알 차량용 오일여과기의 특징 

5,000~10,000km 교환 => 100,000~200,000km 교환으로 약 20배 연장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경비 절감 효과 

폐윤활유 재처리비용 감소, 최적의 윤활조건 유지로 차량의 연비향상(3-5%)과 배기
가스 감소(15%이상)로 환경오염 방지 기여 효과.  

순도 높은 유성의 유지로 엔진내부의 불순물(카본,금속분)로 인한 마모를 방지하고 
수분을 제거하여 엔진의 고장원인을 조기발견. 
 
(수리비 절감->엔진수명연장->엔진 가동률 증대) 

 엔진오일 교환 경비 절감 
  

신기술인증 (NT마크) 

엔진의 수명연장 
 

우수품질 인증 마크 (EM마크)  

폐유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녹색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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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 R / Oil Cleaner   제품 소개 선박용 오일 여과기 
THREE · R / Oil Cleaner 

 모 델 명 S100-2W S100-3W S100-3W-2R 

OIL FLOW RATE 360ℓ/Hrs 540ℓ/Hrs 1,080ℓ/Hrs 

OIL PAN 용량 50ℓ 이내 100~150ℓ 150~200ℓ 

참고(적용마력) 
발전기용(4Cycle) 

엔진기준 
500ps 이내 500~7000ps  1,300~1,600ps 

TRS 1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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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먼트      (내연 기관용 FILTER) 

구 분 C-100 X-100 

 외 경(Ø)  

내 경(Ø) 

 높 이(mm) 

 무 게(g) 

 토출량(ℓ/min) 

수분 흡입량(mℓ) 

여과량(g) 

여과정도 0.1 ~ 0.5 

Ø 177.6  

Ø 40 

 114 mm 

700±20g 

3.8 ℓ/min  

200 mℓ 

160g 

Ø 177.6  

Ø 40 

 114 mm 

620±20g 

3.8 ℓ/min  

200 mℓ 

320g 

STANDARD 

TYPE 

 

C-100 

차량용 

THREE · R / Oil Cleaner 

RX-100 

Ø 177.6 

Ø 40 

114 mm 

700±30g 

3.8 ℓ/min  

-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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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LONG LIFE 

TYPE 

 

RX-100 

차량용 

LONG LIFE 

TYPE 

 

X-100 

차량용 



  오일 여과  점검    오염도 상태 및 점검 

여과 전 

여과 후 내부단면 

여과 후 상부 표면 

여과 후 하부 표면 

여과 후 상태 점검 POINT 

엔진오일 정상 금속분 

금속분 해당 부분 점검 

카본 발생 

냉각 시스템 점검 
Engine  과열,과부하 
Element 교환주기 점검 

오일에 수분 과다 

 
냉각 시스템 점검 
Engine Block 균열 점검 
 

ELEMENT  여과 전후 비교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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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 기관용 오일 여과기 윤활유 관리의 최적화 

차량 관리의 합리화 

기계 수명 연장 
(차량 가동율 향상) 

 폐유 감소로 인한  
환경 개선 

조기 진단을 통한  
사고 예방 

정비 부담 해소 

오일 수명 연장 
(오일 구입비 절감)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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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예 

자동차 생산 라인 프레스 강판 세정 라인 

트 럭 

자동차 생산 공장 

선 박 선 박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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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예  

사출기 부착 예  (BU Series )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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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예  (군납) THREE · R / Oil Cleaner 

10톤 구난차 5톤 신형 제독차 K-131 지휘용 전술차량 

K-511 수송차량 K-711 수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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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예 (버스) THREE · R / Oil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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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현황 THREE · R / Oil Cleaner 

32 



감사합니다 
Thank you 

트리플 · 알(주)  / TRIPLE · R  (주) 
 
본사·공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00-7 
TEL 02-3492-5171 (대표) 
FAX 02-3492-5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