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ubricates water pumps. 워터펌프를 순환시킨다.

• Safe for use on all radiator metals. 어떤 형태의 라디에이터 금속

에 사용해도 안전하게 밀봉시킨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101 "The Liquid Cork" Radiator Sealant is the universal "Quick Fix"

for radiators and other cooling systems in vehicles and equipment of all

type. 오메가 101 액상코르크 라디에이터 밀봉 제는 모든 타입의 차량이나

장비의 라디에이터 및 냉각시스템을 위한 만능의 초스피드 밀봉제이다.

• Omega 101 ia quality formulated to quickly and permanently seal radiator leakage.

오메가 101 은 최고급으로 제조되어 라디에이터 누유를 신속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막는다.

• Omega 101 effectively lubricates water pumps. 오메가 101 은 효과적으로 워터펌프를 윤활 시킨다.

• Omega 101 safely seals any material, including steel, iron, rubber and plastic - will not harm aluminum or its 

alloys.

오메가 101 은 강철, 금속, 고무,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어떠한 물질이라도 안전하게 밀봉 시키며,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OUTSTANDING PROPERTIES: 우수한 특성

Omega 101 is the super radiator sealant that: Omega 101 은 최고급의 라디에이터 밀봉제로서

• Seals leaks in radiators, radiator hoses, welsh plugs and water pumps.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호스, 웰시플러그, 

워터펌프의 누유를 막는다.

• Inhibits rust and keeps radiators and their components functioning smoothly. 녹을 방지하며, 라디에이터나 그

구성장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 Is compatible with anti-freeze compounds. 부동액 컴파운더와 범용 가능하다.

• Can be used effectively in all industrial, commercial and marine system. 모든 산업이나 상업 및 해양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E FOR: 용 도

Omega 101 automatically dissipates and spreads evenly when added to any radiator system to coat walls, hoses 

and gaskets. Leaks are immediately sealed and worn areas are reinforced. The seals achieved once Omega 101 is 

added are permanent. Even if the water is drained away, the seals will remain intact. Therefore, one application of 

Omega 101 is all you needs.

오메가 101 은 벽이나 호스 및 가스켓을 밀봉하기 위하여 라디에이터 시스템에 추가될 때, 자동으로 균일하게 흩어져

뿌려진다. 누유는 즉시 밀봉되고 마손된 부위는 튼튼하게 된다. 오메가 101 을 첨가하여 이루어진 밀봉은 영구적이다.

비록 물을 빼낼지라도 밀봉은 영구적이다. 그러므로 한번의 사용에도 당신은 최대의 만족을 누릴 것이다.



Use Omega 101 for: 오메가 101 의 사용용도

• All Automotive Radiators. 모든 자동차 라디에이터

• Pressurized Heat Exchange Equipment. 가압된 열 교환장비

• Compressors Cooling Systems. 콤프레샤 쿨링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