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빈 쇼크 업소버 2.70091의 구성

부싱

조정 유닛

보호 튜브

디스크

너트

부품 번호 2.70091

대체

Volvo: 21111925, 3198836

Sachs: 312 695

적합한

Volvo FH 12 2001-2005,

FH 16 2003-2006

FM 9 2001-2005, FM 12 2001-

2005, FH/FM 2005-2012, FMX 

제품 세부 정보 

보어-Ø [mm]:  14

나사 규격: M12 x 1,75

무게: 1,49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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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2.70088 

캐빈 쇼크 업소버， 

에어 벨로우 포함, 전면

대체 Volvo 20453258, 

20889136, 21111942, 

3198837,

Monroe CB0212

2.70097 

캐빈 쇼크 업소버, 전면 

대체 Volvo 1075478,

Monroe CB0008

2.70098

캐빈 쇼크 업소버, 에어 벨로우 포함 

대체 Volvo 1076855, 20427879, 

20427897, 20721169, 20775212, 

20889134, 21651231, 3172985, 

Monroe CB0006 

2.70099

캐빈 쇼크 업소버, 후면 

대체 Volvo 1075445,

Monroe CB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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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ortrait 2.70091

캐빈 쇼크 업소버, 전면

제품 정보: 
캐빈 쇼크 업소버는 충격을 흡수하고 캐빈의 서스펜션으로 
사용됩니다. DT Spare Parts 브랜드의 캐빈 쇼크 
업소버는 1,000만 회의 사이클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쇼크 업소버의 특징은 내부식성이 
높습니다. 이 쇼크 업소버는 염수 분무 시험에서 500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캐빈 쇼크 업소버는 각 차종에 맞춰 
설계되고 일반적으로 2개의 구성품으로 구성됩니다. 내부 
구성품은 캐빈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감을 방지하고 외부 
구성품은 안쪽을 향한 압축력을 흡수합니다.

Genuine Quality.
Durable Trust.

http://dtpi.de/%3Fid%3D6.37026
http://dtpi.de/?id=2.7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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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tpi.de/?id=2.7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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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 쇼크 업소버를 교체하기 전에 결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캐빈이 구부려지거나 어셈블리 
고정 장치가 변형된 경우 수리해야 합니다. 주의: 쇼크 
업소버는 분해 시 힘을 받습니다. 장착 볼트의 마모가 
심하면 이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 잠금 너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베어링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임 토크는 제조업체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 부품을 설치한 후에는 캐빈 쇼크 업소버와 캐빈을 
즉시 조립해야 합니다. 쇼크 업소버는 콜렛을 사용하여 
최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캐빈 서스펜션을 
검교정해야 합니다.

팁과 트릭

캐빈 쇼크 업소버 2.70091의 성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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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t-web.tv

http://www.facebook.com/DTSpareParts
http://plus.google.com/111733195197537007192
https://twitter.com/DT_Spare_Parts

DT Spare Parts 브랜드 제품들은 공인 판매 협력업체 및 www.dt-spareparts.com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iesel Technic Quality System（DTQS）

작동 중인 DTQS 쇼크 업소버 테스트 벤치를 
시청하십시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QR 코
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 www.dtqs.de

허용오차 범위성능 데이터 2.7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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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ortrait 2.70091

캐빈 쇼크 업소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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