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제 -

시트
긴 수명. 전천후.
부드럽고 정숙한 성능
고객에게 경쟁 이점을
제공하는 품질 벤치마크

시트 트랙
고하중을 받는 부품은 플라스틱 부품과도 호환되는 유분리가 적고, 유지성이 좋은 전천
후 그리스가 필요합니다.
RheoGel 429

PAO/Lithium

트랙, 나사, 로킹 레버 및 힌지에서 금속이 겹친 부분의
마모를 대폭 줄임

RheoGel B6005

PAO/CaSul

탁월한 하중 지탱력, 침식 방지 및 부식 방지. 볼 및 롤러
베어링 트랙에 적합

RheoGel 916

PAO/Lithium

효율성이 탁월한 저온 사용 그리스. 볼 및 롤러 베어링
트랙에 적합

트랜스미션
폴리머가 배합된 그리스는 특히 저온에서 마모를 방지하고 기어의 정숙성을 유지합니다.
RheoGel 429

PAO/Lithium

TriboGel 828

PAO/Lithium
PTFE/Polymer

금속끼리 겹쳐지고 플라스틱 위에 금속이 겹쳐진 기어
세트의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도록 강화됨. 수평 나사에
적합함

PAO/CaSul

높은 하중 지탱력 및 소음 감소 효과. 수직 나사에 적합함

RheoGel TEK676

금속이 겹쳐진 스퍼, 웜, 유성기어용으로 탁월한 마모
방지성

리클라이너 하트
가성 세척제에 강하도록 제조된 그리스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금속이 겹쳐진 부분의
마모를 방지합니다.
TriboGel 2012

PAO/Urea
PTFE/Polymer

EvoLube 232

PAO/Urea
PTFE

RheoGel 108

PAO/Lithium
PTFE

부드럽고 진동이 적은 기계적 작동을 위해 강화됨.
유분리 없음. 화학도장 공정에 강함
고하중 지탱력. 마찰 저감. 불연속 디자인에
일반적으로 사용됨
탁월한 마찰 저감 성능의 그리스. 저온에도 탁월한
성능 발휘

등받이 장치
저온에서 정숙성,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플라스틱 호환 그리스가 요구됩니다.
RheoGel 108-1

PAO/Lithium
PTFE

저온에서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됨.
플라스틱 기어, 케이블, 캠에적합

UltraSil 809

Silicone/PTFE

고점도, 소음 저감 그리스. 플라스틱 기어와 케이블에적합

TriboGel 828

PAO/Lithium
PTFE/Polymer

소음과 마찰을 줄이도록 폴리머 및 PTFE가 배합됨.
금속끼리 겹쳐지고 플라스틱 위에 금속이 겹쳐진 부품에
탁월한 성능 발휘

헤드레스트 기둥
기름과 먼지가 묻지 않고 방오 특성이 있는 얇게 도포되는 지속성 있는 투명 오일을
고려합니다.
AbsoLube 5111A
AbsoLube 5250

PFPE/PTFE
PFPE

손에 묻어나지 않는 느낌을 주기 위해 환경적으로 안전
한 용제에 배합된 마찰 저감 그리스
환경적으로 안전한 용제에 배합된 투명한 방오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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