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플라인 및 U-조인트 
스틱 슬립 현상, 부식, 고온은 이 부품들이 제대로 윤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RheoGel TEK676 PAO/CaSul 탁월한 하중 지탱력과 금속성 부식 방지 성능

TriboGel PA6110LCS PAO/PTFE  저소음 나일론 코팅된 스플라인용 저마찰, 유지성이  
뛰어난 효율적인 그리스

ViscoTech R174B Min/Lithium 나일론 코팅된 스플라인에 매우 적합한 저온 사용,  
 PTFE 마찰 저감 그리스 

윤활제 -
파워트레인 및
브레이크

긴 수명. 전천후. 
부드럽고 정숙한 성능

고객에게 경쟁 이점을  
제공하는 품질 벤치마크

드럼 및 디스크 브레이크
이러한 부품은 고온, 부식, 염수에 강하고 숏 모션, 슬립 스틱 현상이 적도록 제조된 그리

스가 필요합니다.

RheoGel TEK639 PAO/CaSul 드럼 브레이크 및 액추에이터용 고하중, 마모, 부식에  
  강한 그리스

RheoGel 1810 PAG/Lithium  캘리퍼 핀과 액추에이터용 EPDM/브레이크액 호환  
그리스 

UltraSil 1104 Silicone/PTFE 캘리퍼 핀용 고온 사용, EPDM 호환, 슬립 스틱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리스 



마스터 실린더
이 부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는 브레이크액과 고온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RheoGel 1810 PAG/Lithium  EPDM 및 브레이크액 호환 그리스. 오링과 기타 어셈블

리 보조 부품에 적합

UltraSil 1104 Silicone/PTFE  캘리퍼 솔레노이드용 고온 사용, EPDM 호환, 슬립 스틱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리스  

AbsoLube 411A PFPE/PTFE 실과 오링용 마찰 저감, 저온 사용, 화학적 비활성 
  그리스

ABS 및 ETC 액추에이터
이 종류의 모든 가동 부품에 대해서는 EPDM 호환성 및 브레이크액 혼입 안정성이 필요

합니다.

AbsoLube 411A PFPE/PTFE 마찰 저감, 저온 사용, 화학적 비활성 베어링 그리스

AbsoLube 5111A PFPE/PTFE 피스톤 보어에 마찰 저감 그리스의 박막 코팅 증착을 위한 
 Dispersion 용이한 도포 

AbsoLube 5110 PFPE 박막 오일 증착. 용이한 조립을 위한 오링에 적합 
 Dispersion 

스타터 모터
이 부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모든 요소는 긴 싸이클 수명, 고온, 염수 노출입니다.

RheoGel 4027 PAO/Lithium 유성기어 및 솔레노이드 플런저용 고하중,  
 MoS2 고온에 강한 그리스

UltraSil 818 Silicone/ Lithium 스타터 클러치용 전천후 그리스

IsoTech ES1120N Ester 노즈 콘 베어링용 고온 소결 베어링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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