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S 668®

순정 부품의 진가를 활용하세요
제품 보호, 내구성, 신뢰성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품질
Allison Transmission의 초창기부터 설립자인 James A. Allison은 다른 어느 것보다 품질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Allison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된 품질을 통해 중형 및 대형 전자동 변속기의 세계적인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Allison 변속기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Allison 제품 표준을 준수하도록 광범위한 테스트가 실시된 변속기 오일을 승인함으로써 제품 수명 전체에 걸쳐서 Allision 변속기의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차세대 솔루션: TES 668®

Allison Transmission은 고성능 변속기 오일의 새로운 세대를 발표합니다. Allison TES 668® 공인 오일은 광유 기반의 비합성 오일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진 
현대적 솔루션입니다. 이 차세대 변속기 오일은 모든 Allison 1000 Series™, 2000 Series™, 3000 Series™, 4000 Series™ 자동 변속기와 H 40/50 EP™ 

Hybrid Series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TES 668은 산화 안정성, 내마모 성능, 마찰 조정제 내구성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광유 기반 오일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변속 품질을 
향상시키고 광유 기반 오일이 오래 되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불쾌감을 감소시킵니다. 마찰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온도 편차와 부하 크기 전체에 걸쳐서 
보다 일관성 있는 클러치 작동이 보장됩니다.

TES 668의 높은 품질은 오일 안정성, 윤활성, 냉간 작동 관련 가장 까다로운 규격을 충족시킵니다. 이로 인해 Allison 변속기가 큰 부하에 노출되어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긴 오일 교환 주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TES 668은 이상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Allison 제품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씰 및 
마찰 이슈를 포함해 Allison 제품에 비공인 오일을 사용하면 다양한 내구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Allison 공인 총판 또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Allison 공인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면 Allision 제품의 최적 성능과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이 보장됩니다.

최고의 솔루션
Allison 변속기처럼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제품에는 최고의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Allison TES 668® 공인 오일은 Allison 변속기답게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Allison Automatic 변속기처럼 TES 668 솔루션은 오일 제조 기술 분야의 최신 개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합니다. TES 668은 20년 동안 
검증된 TES 295® 오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현대적 첨가제 패키지를 통해 동일한 탁월성을 제공합니다. TES 668은 또한 애프터마켓 승인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Allison 공인 오일을 광범위한 최종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은 레벨의 품질로 인해 TES 

668은 Allison 변속기 보증 연장과 결합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This Allison Transmission uses TES 668® 

synthetic automatic transmission fl uid

To maintain optimum 

transmission performance, 

refi ll with  TES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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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 668® 의 장점
특징 + 장점 TES 668® 광유 기반 오일
호환성  

내구성  

운영 비용 절감  

Allison 공장 보증  

Allison 공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지원  

변속 품질 향상 

마찰 성능 향상 

내마모 성능 향상 

떨림 방지제 지속성 연장 

냉간 성능 

드레인 주기 연장 

변속기 성능 향상 

최적의 변속기 보호 제공 

순정품을 확인하는 방법
Allison은 오일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일이 Allison 표준을 충족시킨 후에만 승인 배지와 
지정 승인 번호를 제공합니다. Allison 승인 오일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병에 배지가 있으며, 668-

10002020 같은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모든 솔루션 제공
온-하이웨이(on-highway)부터 오프-하이웨이(off-highway) 용도까지 Allison은  
각 용도에 적합한 모든 Allison 승인 오일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제공합니다. Allison 웹사이트
(allisontransmission.com/fluids)에서는 전체 오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원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본사부터 헝가리 및 인도에 있는 제조 
공장, 전세계 1,400곳 이상의 앨리슨 공인 딜러 및 대리점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제품, 교육, 서비스 및 지원을 가까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Allison의 지원은 제원에 Allison 변속기가 명시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Allison은 고객과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모델 및 등급이 고객의 엔진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여 강력한 성능과 신뢰성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맞춤 
패키지를 창출합니다. 부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공장에서 
교육 받은 전문가와 Allison 순정 부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ne Allison Way
Indianapolis, Indiana USA 46222-3271

수록된 정보나 제품 사양은 별도의 통지나 고지
의무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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