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 롤러, 케이블
소형, 경량 윈도우 리프트 모터용으로 매우 효율적인 그리스 - 긴 사용 수명을 보장합니다.

TriboGel 3506 PAO/CaSul 금속 레일의 마모 방지율이 뛰어난 저 유분리, 전천후, 
   부식 방지 그리스 

UltraSil 712 Silicone/Lithium 긴 사용 수명을 위해 탁월한 습윤 특성을 가진  
 PTFE 저온 사용, 소음 저감, 내분진성 그리스

UltraSil 1104 Silicone/PTFE 탁월한 점착성, 방수 및 내분진성.  
  매우 부드러운 작동동

도어 래치 및 힌지
부식 및 마모를 방지하는 방수 그리스, 래치 및 힌지 사용 수명을 연장해줍니다. 연장

RheoGel B6005 PAO/CaSul 래치용, 강력한 내마모성, 부식 방지성, 저온에도  
  탁월한 성능 유지

RheoGel TEK676 PAO/CaSul 힌지용, 저 유분리, 극압에 강함, 내마모성, 내부식성

Friction Fighter 820 PTFE/MoS2 래치 및 힌지용, 그리스 무함유, 저마찰, 비혼합 윤활제를  
 Coating 위한 건식 코팅

윤활제 -
도어 및 
썬루프

긴 수명. 전천후. 
부드럽고 정숙한 성능

고객에게 경쟁 이점을  
제공하는 품질 벤치마크



사이드 미러
소형 모터는 모터 소음도 줄여줄 수 있는 저 유분리, 저 토크 그리스가 필요합니다.

RheoGel 916A PAO/Lithium 저온 사용, 방수성, 소형 모터용 고효율  
 PTFE 그리스

RheoGel 305HF PAO/Lithium 금속 및 플라스틱 소재 부품에 적합한 전천후,  
 PTFE 저 유분리, 유지성이 뛰어난 그리스

UltraSil 712 Silicone/Lithium 효율성이 탁월한 전천후용 그리스.  
 PTFE 모터 소음을 줄이도록 제조됨

실링
박막의 페인트 보호, 고무 보호 코팅이 된 창틀용 고무 실링을 뻑뻑해지지 않도록  
윤활합니다.

AbsoLube B4011 PFPE 투명 오일, 모든 도어 실링 고무에 사용 가능

AbsoLube 5120 PFPE  쉽고 고른 박막 증착을 위해 용제에 AbsoLube B4011 
혼합

IsoTech B4009 PAG EPDM 호환, 도어 및 썬루프 실링용 냄새가 적은  
  저렴한 오일

도어 잠금 액추에이터
유분리가 매우 적고 마찰저감제가 배합되어 있어 액추에이터의 모든 가동 부품에 효과적

입니다.

EvoLube TEK670 PAO/Urea 저온 사용, 기어, 캠, 피벗 포인트용 다목적 그리스

UltraSil 1104 Silicone/PTFE 탁월한 백 드라이브를 가능케 해주는 플라스틱 기어 및  
  나사용 최저 마찰, 저 유분리 그리스 

RheoGel 1216 PAO/Lithium 소음 저감용 첨가제가 혼합된 저 유분리, 내마모성,  
 Polymer 저온 사용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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