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mium Disel Engine Oil 

 (최고급 디젤 엔진 오일) 
 

• Quality engineered specially for severe turbo diesel service.  

 (특별히 가혹한 터보디젤기관을 위해 최고급으로 제조되었습니다)  

• Gives long-lasting protection-even when using high-sulfur fuel. 

 (고유황연료를 사용할 때도 장기적인 보호를 하여줍니다)  

• Contains essential inhibitors to reduce shock & temperature fluctuations.  

 (충격이나 온도변동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인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643 Premium Diesel Engine Oil is the "Work Horse" engine lubricant considered by petroleum engineers 

the world over as the finest diesel engine oil money can buy.   

(오메가 643 최고급 디젤엔진오일은 전세계 석유엔지니어들에게 돈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디젤엔진오일로 알려져 있는 

엔진 윤활유입니다.)  

• Omega 643 is quality engineered specially for severe turbo diesel service.  

(오메가 643 은 특별히 가혹한 터보디젤기관을 위해 최고급으로 제조되었습니다) 

• Omega 643 gives long-lasting protection to vital engine parts-even when using high-sulfur content fuel. 

(오메가 643 은 고유황을 함유하는 연료를 사용할 때도 작동하고 있는 엔진부위를영구적으로 보호하게 해줍니다) 

• Omega 643 contains essential inhibitors and resistors to reduce shock & temperature fluctuations for 

consistent, reliable performance.(오메가 643 은 충격이나 온도변동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일관성 있고 신뢰적인 성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OUTSTANDING PROPERTIES: (우수한 특성) 

Omega 643 is the premium diesel engine oil that: (오메가 643 최고급 디젤엔진오일은:) 

• Is made from highly refined choice paraffinic base oil stocks to ensure enduring quality. 

(최고급으로 정제된 파라핀 기유로 제조되어 장기적인 품질성을 보장합니다. ) 

• Contains a special additives package for unparalleled resistance to oxidation and detergent-dispersant 

characteristics. 

(특수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내산화성 및 청정분산성이 뛰어납니다.) 

• Is fortified with foam-resistant additives to ensure an air-free oil film stays on heavily loaded bearings and in 

other critical areas.(고하중 베어링이나 다른 중요부위에 기포없는 완전한 유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기포억제첨가제를 

첨가하였습니다.) 

• Minimizes combustion chamber deposits - drastically reduces varnish, lacquer and sludge formation.(바니쉬나 

락커, 슬러지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서 연소실의 침전물을 최소화시킵니다.)  

USE FOR: (용도) 

Omega 643 is a sophisticated diesel engine oil design for long-term and heavy-duty service.   

(오메가 643 은 교환주기가 긴 고하중용의 고급디젤엔진오일입니다.) 

Omega 643 has been developed for use under the toughest operating conditions-from frigid to scorching 

ambient temperature conditions, in stop-and go or highway-type driving, and even under the most difficult non-



stop, high-load situations where engine reliability is essential. 

(오메가 643 은 가장 가혹한 가동조건 즉 초저온에서 초고온까지 정제 혹은 고속도로타입의 운전, 그 밖에 엔진의 

신뢰성이 필수적인 가장 가혹하게 논스톱으로 운행되는 고하중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Use Omega 643 for all heavy-duty diesel engines including turbo and supercharged-both mobile and stationary.   

(오메가 643 을 모든 고하중 디젤엔진에 사용하십시오) 

 

SPECIFICATION :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