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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 690

제품 소개: 오메가 은 혁명적인 온도조절 보정 장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기어오일로서690 CTA( )

필요조건 에 부합되거나 초과하는 윤활유이다API GL-4,GL-5,GL-6( ) .

일반적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기어 오일조차도 간신히 요건에 충족되며 일반 오일은 거의GL-4

요건에 도달될 수 없다API GL .

뛰어난 점착력: 오메가 은 기어치차를 따라 돌 때 그 위치에 점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690

다 이러한 오메가 의 특색을 모방하거나 동일하게 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어 왔으나 주로. 690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방품과 오메가 의 진정한 특성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 오메가. 690 .

은 깨끗이 닦은 후에도 금속표면에서 미세한 유막을 유지한다 이러한 점이 오메가 으로 하690 . 690

여금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여 왔다.

일반 기어오일은 금속표면으로 흘러 떨어진다 따라서 마찰표면이 직접적 접촉을 하게 됨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은 그 자체적 산화에 이르게 하는데 산화는 부식을 야기시킨다 부식은 금속. .

의 마모에 치명적이다.

온도조절보정장치: 오메가 은 극도로 민감하고 미세한 온도조절 장치인 중합체690 nitrodecafiuoron

를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저온이나 고온으로 온도변화를 겪게 될 때 묽어지거나 뻑뻑해지는 오일.

의 자연적 특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합체는 오일온도가 낮아질 때 팽창하여 오일을 더.

묽어지게 된다 또한 오일온도가 높아질 때 수축하여 오일은 더 두터워진다. .

이러한 팽창과 수축장치는 장비의 보호와 윤활유의 품질에 필수적인 보정장치이다.

중합체는 스프링이 장치된 금속롤에 비유될 수 있다 개개의 조그마한 중합체는nitrodecafiuoron .

너무 민감해서 매우 작은 온도변동에서 조차도 팽창하거나 수축을 일으킨다 환경이 고온인가 저온.(

인가에 의존)

온도하강이 일어나자 마자 중합스프링이 즉시 닫히어 윤활유 본연의 특징을 강화하고 주위온도

조건에서 베어링의 마모로 발생되는 틈새를 메워주어 효율적인 윤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윤활유는.

중량이 더 크게 되고 더 끈적끈적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유사하게 윤활유가 묽어지고 틈새를 통하.

여 떠오를 가능성을 가지기 전에 폴리머가 팽창하여 갈라진 틈새로 윤활유를 균일하게 채워 줌으

로서 장비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점도안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오메가 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가 없다면 온도가 하강하는 동안 오일의 특성이690 CTA

쉽게 뻑뻑해지고 무거워지게 된다 이것은 장비의 가동을 곤란하게 하고 에너지 고갈과 오일소모의.

증가 그리고 시스템이나 휠터를 막히게 하는 단단하고 무거운 침전물을 생성한다.

고온에서 장비는 빠르게 마모되며 내부적인 고온부위이의 윤활유는 수많은 카본을 형성시키는

검이나 바니스로 변한다 이러한 작용은 장비의 손상을 일으킨다 오메가 은 의 과학적 개. . 690 CTA

발을 통하여 값비싼 결함을 제거했다.

산업 및 군사적 특성: 여러 해 동안 군사조직체들은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부합될 수 있는 오일을

찾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다양한 기어오일을 시험 측정해오고 있다 오메가 은 이러한 요건들. 690

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 요건을 초과하여 북극이나 사막기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극압성: 오메가 은 극압첨가제를 함유시켜 그 성능이 대폭 강화되어져 있다 오메가 은 내690 . 690

마모성 내산성 수세 내수 특성과 다른 수많은 특성을 위한 부가적 첨가물이 대부분의 일반 기어, ,

오일보다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 극압 첨가제는 다음과 같은 가혹한 조건에 견디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중 인덕턴스 한정된 방열 압축 변위 고압변위 충돌 접촉이동 폭발이동: , , , , , , , , ,

충격 표면 분극방지 작용 내파 눌림 콘덴셔 반사열 열전도 접촉마찰, , , , , ,

마찰 완화: 오메가 은 마찰완화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이 첨가물은 최근에 개발되었고 사용690 .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어오일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슬립 디프렌셜에서 뛰어난 성능: 오메가 은 제한된 슬립 디프렌셜에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한690

다 대조적으로 일반기어오일은 에너지를 심하게 소비시키는 제동현상 을 일으키고 오일은 마. (drag)

찰부위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하이 포이드 기어에 사용: 오메가 은 피니언 기어가 크라운 휠의 크기보다 더 작거나 피690 20%

니언과 크라운 휠이 한쪽면으로 인치 이상 치우친 하드포드 기어에도 사용될 수 있다2 .

요건에 부합되는 일반오일일지라도 하드포드 기어에 사용될 수는 없다API-GL-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