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슨 공식승인 변속기 오일
최상의 성능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

TES 295® 트랜스미션 오일

지속적 사명감

최고품만을 사용

저희 앨리슨 트랜스미션에서 품질은 그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 즉 세계에서

앨리슨 변속기는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급의

가장 우수한 품질의 변속기를 제작한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변속기가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앨리슨 TES 295® 공식 오일은

팔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앨리슨은 저희 고품질의 변속기가 앨리슨 공식승인

앨리슨 변속기의 최상의 성능을 유지시켜줍니다. 앨리슨

변속기 오일과 함께 잘 지속될 것을 보장합니다

전자동 변속기(Automatics)와 마찬가지로 앨리슨 TES
295® 오일은 최고 품질의 변속기를 위한 최고 품질의
오일을 보장하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와 검증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달고 이 공장을 나서는 모든 제품
은 최상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 제임스 A. 앨리슨

앨리슨 변속기의 오랜 수명
앨리슨 TES 295® 공식 변속기 오일이 앨리슨 자동
변속기(Automatics)를 위한 최상의 선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기술사양이 앨리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앨리슨
TES 295® 공식 오일은 교환주기 연장을 제공하고 또
일반광유나 그 밖의 다른 합성오일보다 냉각성능 및
점도에서 확실한 차이를 제공합니다. 모든 앨리슨 TES

품질: 처음부터 끝까지

295® 공식 오일은 합성오일로 다른 오일이 제공할 수
없는 향상된 점도를 제공합니다

앨리슨 회사의 시초부터 창립자인 제임스 A. 앨리슨은 품질이야 말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앨리슨 트랜스미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

앨리슨 공식 변속기 오일만이 앨리슨 자동 변속기

된 품질을 통해 전자동 변속기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업체가 되었습니다. 변속기가 앨

(Automatics)의 유일한 부품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리슨 공장에서 출고되면, 그것으로 저희의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앨

앨리슨 트랜스미션은 정확한 교환주기 정보를 제공하기

리슨 변속기 제품의 사용기준에 부합하도록 총괄적으로 테스트한 공식 변속기 오일을

위해 오일과 필터교환주기 계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더

사용함으로 앨리슨 변속기가 오랜 수명을 갖고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기울

자세한 정보는 allisontransmission.com/parts-service

이고 있습니다

를 방문하십시오.

TES 295® 오일의 장점
앨리슨 공식 오일을 사용하시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TES 295®

이점
교환주기 연장

✔

강화된 변속기 성능

✔

유지비용 절감

✔

변속기 마모 방지
사용 시 제품 보증기간 보장
앨리슨 글로벌 서비스 네트웍 지원

경제적 이익
앨리슨 자동 변속기(Automatics)를 구입하시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증대됩니다. 앨리슨 공식 오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슨 공식 TES 295® 는 교환주기연장,
유지관리비 절약 또한 운휴시간 절감을 통해 앨리슨제품 성능을
최적화시켜주도록 제작되었고, 장기적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사용기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고객사업장의
가치증대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앨리슨 공식 TES 295® 트랜스미션
오일을 선택하십시오

귀사의 명성이 달린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앨리슨 공식 TES 295® 오일은 앨리슨 고객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용중인
변속기 오일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지속적인 특성으로 고객의 현장에서
성공적 위치에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앨리슨 비 추전오일을 구입해 약간의
돈을 절약할지는 모르겠지만, 변속기 유지관리비와 장기적 수명보장 관점에서는
타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작은 경제적이익을 위해 귀사의 직원,
차량을 위험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요. 귀사의 명성을 쌓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앨리슨 공식추천 오일만을 신뢰하십시오

We’ve Got It All
일반도로용에서 비포장 도로용까지, 저희는 각 용도에 맞는 앨리슨
트랜스미션 공식 오일의 최신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일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인
allisontransmission.com/parts-service 를 방문하십시오

✔
✔
✔

앨리슨 트랜스미션 승인 서비스 범위

전 세계적 지원
저희 본사가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부터 전 세계에 있는 약 1,400
개의 공식 대리점까지, 필요하신 제품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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