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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yrquel® EHC Plus 전자 유압식 제어유체는 인산염 에스테르 기반의 내화성 유체로, Fyrquel® EH 

시리즈의 최신 제품입니다. 이 차세대 제품은 이전 세대 Fyrquel® 유체와 동일한 우수한 자가 소화 

성분이 특징이며, 한편으로는 성능 및 지속가능성 장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유체는 “비 수성 

유압액”의 ISO HFDR 클래스이며 또한 “합성 내화성 유체”로 불려집니다. Fyrquel® 유체은 

점화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자가 소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합성유체는 자가 

소화되지 않습니다. 중요 장비는 자가 소화 유체를 사용하여 누출 유체 화재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www.fyrquel.com 또는 www.icl-ip.com을 방문하여 기능성유체 비즈니스 단위 

아이콘을 누른 다음 비 수성 내화성 유체 종류 별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Fyrquel® 유체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가장 높은 내화성 

• 고유의 자가 소화 성분 

• 높은 산화 및 열 안정성 

• 가수분해 안정성 양호 

• 우수한 윤활 성분 

• 정격 즉시 생분해성 

• GHS 분류 대상이 아니거나 운송 규제되지 않음 

 

FYRQUEL® EHC PLUS OEM 승인 

Fyrquel® EHC Plus는 GE, Westinghouse, Alstom/ABB, Siemens 및 대부분의 EHC 장비 OEM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Fyrque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FYRQUEL® EHC PLUS  

차세대 유체 장점 
 

• 개선된 기포재. 

• 고온 사용 시 우수한 산화 안정성 

• 최저 유체 산도 

• 높은 유체 저항성 

• UN GHS 위험 분류 하에 분류되지 않은 더욱 지속가능한 재료로 제조 

• 이전 세대 Fyrquel® EH 유체와 전적인 상호교환 및 혼합 가능. 

• 이 개선된 현대식 유체로의 전환은 저장소 주유만큼이나 쉽습니다. 

• STG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가소화 인산염 에스테르 내화성 유체를 계속 제공합니다.  

 

제품 혼합 

Fyrquel® EHC Plus는 이전 세대 Fyrquel® EH 제품과 완전히 혼합 및 교환 가능하며 동일한 저장소에 

혼합하거나 주유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및 취급 

Fyrquel® 제품은 표준 오프라인 화학적 여과를 사용하여 거의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Fyr-Check® 유체 분석 서비스는 요청 시 경험 많은 기술 담당자의 다른 서비스 지원과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대 유체 제품은 지속적인 장기 서비스 수명에 대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안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추가 정보, 보관, 취급 및 운송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십시오. MSDS를 검토하면 Fyrquel® 제품이 기존의 윤활유와 유사한 

프로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회보 
Fyrquel® EHC Plus 전자 유압식 제어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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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RQUEL® EHC PLUS 

전자 유압식 제어유체 
 

전형적 성질 
 

외관      맑고 투명함 

      액체 
 

점도 

37.8°C (100°F) cST (SUS)   47 (220) 

98.9°C (210°F) cST (SUS)   5 (43) 

ISO 등급     46 

점도 지수     0 

비중 @ 60/60° F    1.145 

유동점 , °C (°F)    -18 (0) 

수분 함유량, wt. %    최대 0.10 

염소 함유량, ppm     20 

(미세전량분석) 

산가, mg KOH/g     0.04 

발포, (ASTM D-892-72), mL.   10 

색상, ASTM     1.5 

입자분포      ISO 15/12 

(SAE A-6D, 시험적)    Class 3 

저항성(OHM/cm)     20.0 x 109 분 

기포재, 분,      <3 분 
 

전형적 성질은 판매사양이 아닙니다. 판매사양은 요청 시 이용 가능합니다. 분석 인증서는 배송 시 

실제 값을 확인합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데이터 
 

증발손실, wt. %     1.50   

(22 시간 @ 300° F) 

열 팽창 계수  

@ 100° F (Ml/Ml/°F)    0.0003 

표면장력      42 

(dynes/cm) @ 68° F 

연소열 (btu/lb)     13,459 
 

비열 (cal/g °C) 

0°C      0.3523 

38°C      0.3762 

100°C      0.4101 
 

열전도율 (cal-cm/sec/cm3/°C) 

40°C      3.04 x 10-4 

94 °C      3.04 x 10-4 

146 °C      2.95 x 10-4 
 

잠열 

       24.7 kcal/mole 

       60.3 cal/g 

       108.8 BTU/lb. 

증기압(mm Hg ABS) 

420 °F     0.08 mm Hg ABS 

430 °F     0.50 mm Hg ABS 

450 °F     1.20 mm Hg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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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성 데이터 
 

Shell 4-Ball 테스트 

1 kg. 부하, Scar dia. mm., 평균 0.19 

10 kg. 부하, Scar dia. mm., 평균 0.38 

40 kg. 부하, Scar dia. mm., 평균 0.48 
 

V-104C 비커스 베인 펌프 테스트 (ASTM D-2882) 
 

링 웨어(Ring Wear), grs. 누적 

24 시간    0.0037 

100 시간    0.0043 

베인 웨어(Vane Wear), grs. 누적 

24 시간    0.0030 

100 시간    0.0085 

“FALEX” 윤활 테스트   (ASTM D-2625) 

마모 시험(ASTM-D-2670)   0.0105 흔적 폭, in. 

극한 압력 시험 (ASTM D-2625) 

천이 부하    1,500 lbs. 

천이 압력    101,000 psi. 

“TIMKEN” 윤활 테스트   (ASTM D-2714) 

마모 시험    1.25 흔적 폭, mm 

극한 압력 시험 

O.K. 부하    55 lbs. 

압력 O.K. 부하   26,250 psi 
  

안전 및 취급  

이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배송 정보  

55 갤런/208 리터 드럼 이용 가능 
 

 

 

  

점도, SUS (Saybolt 

Universal Seconds) 

온도, 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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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거나 주문을 하고 싶으시면, 가장 가까운 ICL-IP 지역 영업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미주지역 영업 사무소 

ICL-IP America Inc. 

622 Emerson Road, Suite 500  

St. Louis, Missouri 63141-6742 USA 

전화: 800-666-1200 

팩스: 314-983-7607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 사무소 

ICL China 

93 Huai Hai Zhong Road #905-909 

Shanghai 200021, China 

전화: 021-53863336 

팩스: 021-53863336 

유럽 지역 영업 사무소 

ICL-IP Europe BV 

Fosfaatweg 48 1013 BM Amsterdam 

P.O. Box 465 1000 AL Amsterdam, Netherlands 

전화: (31) 20 800 5800  

팩스: (31) 20 800 5805 

이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 및/또는 이 문서에 포함된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제안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되며 이 자료 간행 현재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특정 용도에 대한 상업성이나 적합성에 관한, 또는 임의의 제안된 사용이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및/또는 제안의 정확성이나 충분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임의의 특허 하의 

사용허가를 부여 또는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 제품과 다른 제품의 혼합을 포함하여 해당 목적에 대한 이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사전 테스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다루어지는 대상 내용에 대해 이전에 간행된 모든 

자료를 대체합니다.  

 

온도, 화씨 

동적 점도, 

센티스톡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