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차량

쉘 리무라 제품군 
SHELL RIMULA PRODUCTS

주요 사양 및 승인

최대 53% 더 향상된
엔진 마모 보호력1

연비, 최대 1% 더 향상 2

SPECIFICATION & APPROVALS

주요 사용 혜택
BENEFITS

쉘 리무라 제품별 특징 및 혜택

쉘 리무라, 전국 브랜드 샵 위치

■ 유로 6 트럭에 적합 (유로 5/ 유로 4 트럭도 가능)          ■ 배기가스 저감장치 (DPF/SCR/EGR) 장착 차량

■ API CJ-4 추천 트럭에 적합 (CI-4/CH-4도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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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마모 보호력
최대 30% 향상 3

쉘 리무라 R6 LM 10W-40

■ 총 유지비용 절감
■ 최상의 출력 유지
■ 연비 향상
■ 오일교환주기 연장

쉘 리무라 R5 LE 10W-40

■ 연비 향상
■ 강력해진 엔진 보호력
■ 탁월한 오일 점도 유지력

쉘 리무라 R4 L 15W-40

■ 배기가스 감소
■ 강력해진 엔진 보호력
■ 뛰어난 오일 점도 유지력

벤츠 승인 228.51; 스카니아 Low Ash; 볼보 
VDS-4; MAN M 3477, M 3271-1; 이베코 
NG-2(Meets requirements); ACEA E6/E9; 
API CJ-4, CI-4, CH-4, CG-4, CF-4, CF; 
캐터필라 ECF-3; 커민스 CES 20081 

벤츠 승인 228.31; 볼보 VDS-4; MAN M 
3575; 이베코 TLS E9(Meets requirements); 
ACEA E9/E7; API CJ-4, CI-4  Plus, CI-4, 
CH-4, CG-4; 캐터필라 ECF-3, ECF-2; 
커민스 CES 20081; 

API CJ-4, CI-4+, CI-4, CH-4, CG-4, CF-4, 
CF; ACEA E9, E7; 벤츠 승인 228.31; 볼보 
VDS-4, VDS-3; MAN M 3575; 이베코 T2 E7 
(Meets spe!ciation); 캐터필라 ECF-2, ECF-3; 
커민스 CES 20081, 77, 72, 71; 

1. MB O M646 엔진 시험에서 측정한 더 엄격하게 수정된 MB 228.51 한계 기준치 대비.    2. SAE 15W-40 오일 대비.    3. 다양한 엔진 중 대표성있는 주요 엔진 시험의 API와 ACEA 엔진 오일 규격 한계값 대비 %.

경기

JE모터스
TS타이어
광명자동차공업사
대형자동차
만
서진카(리무라)
세경카센터
세기윤활유
스피드카공업사
우성카정비
태안중앙카
한국지엠봉일천바로정비
유한모터스

인천

대승유류사
선진세차장
터보자동차 공업사
프로대형세차장
현대세차장(현대대형세차장)

대전

삼통종합상사
송정카센타

광주
신용카클리닉(유종환)

울산
로타리 중기

010-6380-4939

011-781-7847

010-3722-3096

010-8577-8281

010-9391-6795

011-265-5575

031-296-2000

010-8733-5233

010-8522-7181

010-8758-2639

010-3791-5064

010-9267-5869

032-581-3128

010-9195-1037

032-569-6620

032-564-1881

010-4466-5109

042-544-8181

052-266-089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86-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35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89-3
경기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 100-3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76-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7-7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5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53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29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9-1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 67(기안동 447-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99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63-5

인천시 중구 항동7가 78-2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50-14
인천시 서구 오류동 606
인천시 서구 검단로 326번길 81-41(왕길동)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530(왕길동)

대전시 신탄진로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163-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6-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347-6

충남

대천오일교환
북천안오일나라
붕붕타이어모터스
서논산공업사
서해카 공업사

전북

군산종합모터스
기선공업사
삼양카센타
서해안 공업사
우리공업사(한길공업사)
전주대형카센타-투맨특장
카리스정비
태정공업사

전남

고흥 종합부분정비공업사
금호타이어신강진대리점(김덕남)
진월세차장

경북

OK자동차 정비

경남

울산카
일급상동종합정비

부산

천우카센타

010-5427-5145

010-3461-7471

010-8983-1154

063-452-1011

063-451-4034

010-3651-7203

010-3651-7203

010-3311-0885

010-3672-3853

063-467-5528

061-833-8444

061-433-0012

061-772-5140

010-4506-1149

010-2852-7328

051-637-7799

충청남도 보령시 내항동 9-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36-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41-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624-2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71-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최호장군길 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65-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8-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97-5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6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25-48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동 535-25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957-1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17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36-1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 50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 9로 1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4길 17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245-3

부산시 남구 감만동 5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