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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현대식 차세대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더욱 지속가능한 설계의 전자 유압식 컨트롤 용액 

화학적 명칭: 트리페닐 인산염이 적은 부틸레이티드 트리페닐 인산염 에스테르 

트리실레닐 인산염 불포함 현대식 인산염 에스테르 설계  
 

개요 

Fyrquel® EHC Plus는 3세대 자가소화 개선형 인산염 에스테르 전자 유압식 컨트롤 용액으로 증기 

터빈용으로 제작되어 직접 이전 세대의 인산염 에스테르 용액을 대체합니다. 비 인산염 에스테르 

용액에서 바꾸는 경우,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기술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더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가 특징인 새로운 인산염 에스테르 베이스 스톡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OEM 

승인되어 있고 이전 세대 인산염 에스테르 용액과 호환됩니다.  
 

더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더욱 환경친화적 – 또한 Fyr-Back® 폐기물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모든 

Fyrquel® EH 시리즈 유체처럼 손쉬운 생분해성 기본 유체 처분이 필요하지 않음.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비용의 공급 - 높은 사용가치의 자가소화 성질이 동일하지만 더 좋은 가격에 판매 

 더욱 작업자 친화적인 MSDS와 제품 라벨링 – 구체적 GHS 위험 식별이 필요 없음. 

트리실레닐 인산염이 포함되지 않은 현대식 베이스 스톡으로 제조 GHS 하에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송에 대한 규제도 없음. 

 수명을 더욱 길게 설계  

 유체 품질 저하에 대한 더 나은 저항성을 제공하여 열 안정성이 더 높아짐. 

 더 우수한 성능 – 개선된 기포재 보호, 

 더 개선된 품질 - 동일하게 필요한 저 염소 함유량, 낮아진 우수한 유체 산도, 밸브를 

보호하는 최고의 청결 설계 및 더 나은 저항성 사양 특징  

 더욱 안전한 공급 – 더욱 이용 가능한 현대식 베이스 스톡을 사용한 공급 사슬로 보호 
  

적용 

Fyrquel® EH 시리즈 유체는 ISO 46 점도 등급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 자가소화 유압액으로 

증기 터빈 전자 유압식 제어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www.fyrquel.com을 방문하여 인산염 에스테르 

유형 용액의 자가 소화 안전 장점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보십시오. 인산염 에스테르 용액의 이 

고유한 자가소화 성분으로 인해 인산염 에스테르 용액만이 증기 터빈 OEMS에 지정 사용됩니다. 

전기 발전소 화재 방지를 위한 NFPA 850 추천 실무의 최종본은 2010년 1월에 발간되었으며 

3.3.14.1 정의 내화성 유체: “점화하기 어렵고 …낮은 연소열 때문에 연소를 지속시키지 않는 

목록의 유압유체 또는 윤활유”가 포함됩니다 .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는 이 NFPA 850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다른 유형의 유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Fyrquel® 유체는 석유 기반 및 기타 비 

자가소화 유체를 사용할 때 스프레이, 래깅 및 풀 화재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유체는 밸브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금속에 대해 비부식 적합성을 가지며, 장기 펌프 수명을 위한 우수한 

윤활 성질이 있고, 장기 유체 서비스 수명에 대해 작업 안정성이 좋고, 사용 중 변형없이 점도를 

유지하고, 우수한 공기 배출과 낮은 염소 함유량이 특징입니다. 다른 유형의 유체는 사용 수명이 

2-3년으로 제한적입니다. 인산염 에스테르 유체의 장점은 사용 중에 점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 유체의 서비스 수명을 가장 길게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제품과 완전히 혼합 및 교환 가능합니다. 

차세대 Fyrquel® EHC Plus로의 전환은 저장소 주유만큼이나 쉽습니다.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회보 
Fyrquel® EHC Plus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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