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Data Sheet

이전 제품명: 쉘 도낙스 TC 10W

Shell Spirax S4 CX 10W
특수 차량용 고성능 변속기유 및 유압작동유
쉘 스파이렉스 S4 CX 10W는 작업자가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최고의 신뢰성과 고장없는 운전을 제공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Spirax S4 CX 10W는 대형 특수챠량에 장착된 신형 변속기(Transmission), 유입식 브레이크 및
유압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합니다.

성능, 특징 & 이점

규격, 승인 & 추천

· 마찰특성 및 상용성능

· Caterpillar Tractor TO-4
· ZF TE-ML 03C
· Allison C-4 타입의 오일이 요구되는 개소
· 쉘 스파이렉스 S4 CX 10W는 많은 파워시프트 변속기 또는

최신 시스템에 적용된 고급 금속, 비금속 재질 구성에서도
고도의 신뢰성 있는 마찰 특성을 보여줍니다.

· 내마모 특성
전단안정성이 고려된 SAE 10W 점도로 점도지수 향상제
등이 함유되지 않으며 고하중 부품에서 최고의 보호성능을
제공합니다.

·

수동변속기, 습식 브레이크 그리고 고마츠와 카터필라를 포
함하는 많은 비도로용 유압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장비 승인 및 추천 목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사 기술부

저온 특성

로 문의하거나 Shell 웹사이트에 있는 LubaMatch 웹사이트

저온 점도 및 유동특성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어 저온 시동
시 우수한 보호특성을 제공합니다.

를 이용 바랍니다.
*점도 등급의 알맞은 선택을 위해 장비 메뉴얼을 반드시 확

· 최적의 기계적 성능과 수명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시프트 변속기와 고하중 유압펌프에서 동으로 된 마찰
원판과 같은 민감한 부품에도 광범위한 보호성능을 보여줍
니다.

· 비커스(Vickers) 35V25 유압펌프시험
요구되는 시험에서 탁월한 성능

· 산화안정성
산화와 퇴적물 생성을 제어하기 위한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
으며, 부식으로부터 철과 비철금속을 보호합니다. 저온에
서 향상된 흐름성은 기포발생을 억제하여 효율성을 높여줍
니다.

주요 적용개소

· 쉘 스파이렉스 S4 CX 10W는 캐터필라(Caterpillar), 고마츠(Komatsu), 고마츠-드레서(Komatsu-Dresser)와 같은 세계
적인 제조사들 및 변속기 제조사인 Eaton, Eaton Fuller, ZF, Dana, Rockwell 등에서 생산되는 대형 특수차량 및 장비에
사용하도록 추천되어 있습니다.

· 파워시프트 변속기
· 유입식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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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 시스템
대표적인 물리적 성상
Properties

Method
SAE J 300

Shell Spirax S4 CX 10W
10W

ISO 3104

36

ISO 3104

6

kg/m

ISO 12185

884

인화점 (COC)

0

ISO 2592

200

유동점

0

ISO 3016

-36

SAE 점도등급
동점도
동점도

@400C
0

@100 C
0

밀도

@15 C

mm2/s
2

mm /s
3

C
C

이 물성결과는 대표치입니다. 생산제품의 실측치는 규격내에서 대표치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

· 건강과 안전
쉘 스파이렉스 S4 CX 10W 오일은 추천된 사용개소에 개인위생 규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히 사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피부접촉을 피하시고 사용유를 취급하실 때는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요. 피부 접촉시 즉시 비누와 물로 세척하시기 바랍니
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안내서는 해당제품의 MSDS에 있으며, 이러한 MSDS는 http://www.epc.shell.com/에서 얻을 수 있
습니다.

· 환경 보호
사용유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시고 토양과 물로 방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

· 안내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판매사원 혹은 당사 기술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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