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al power” Drive Train & Hydraulic Fluid. 

(듀얼파워-드라이브 트레인 및 유압오일)  
 

....Formulated to exceed even the most stringent manufacturers' 

specifications. 

    (가장 까다롭게 규정되어진 제조업자의 사양을 능가합니다.) 

  

....Virtually eliminates clutch/power setting adjustments 

    (클러치 및 동력의 세팅조정을 없애줍니다. ) 

  

....Provides exceptional low-temperature stability 

    (뛰어난 저온안정성을 발휘합니다)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696 "Dual-Power" Drive Train & Hydraulic Fluid is the super-versatile formulation that gives your 

expensive equipment the best possible long-term protection and performance. (오메가 696 "듀얼파워" 파워트레인 

및 유압오일은 최고급의 다목적 오일로서 고가장비를 오랫동안 잘 보호되게 하며 최고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합니다.)  

Omega 696 is quality formulated to exceed even the most stringent specifications set out by leading international 

manufactures. (오메가 696 은 국제적인 일류메이커에 의하여 설정된 가장 까다로운 사양을 능가하도록 하기 위해 

최고급으로 제조되었습니다) 

 

Omega 696 feature a "Balanced Fluidity" component that virtually eliminates clutch/power setting adjustments 

for the life of the equipment.(오메가 696 은 균형을 잡아주는 유동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비의 수명에 관계되는 

클러치나 동력세팅조정을 없애줍니다.)  

 

Omega 696 provides exceptional low-temperature stability for unparalleled cold-start protection.(오메가 696 은 

뛰어난 저온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온 시동시 훌륭하게 기계장비를 보호합니다.)  

 

OUTSTANDING PROPERTIES: (우수한 특성)  

Omega 696 "Dual-Power" Drive Train & Hydraulic Fluid that: (오메가 696 은 "듀얼파워" 드라이브트레인 및 

유압오일로서:) 

Eliminates clutch slippage even under heavy loads, on steep inclines and even in other difficult situations.(가파른 

경사나 다른 곤란한 고하중 조건에서 클러치의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 

 

Features unique inhibitors and anti-oxidants that actually protect gears, drive trains, clutching systems and 

components. (오메가만의 독자적인 첨가제 및 산화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기어나 구동트레인, 클러치시스템 및 그 

구성요소를 보호합니다. ) 

 

Contains highly effective foaming inhibitors that absolutely suppress foaming even under high-flow, turbulent 

conditions.(매우 효과적인 기포억제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오일이 심하게 유동하는 조건에서도 절대적으로 기포를 

억제합니다) 

 



Extends intervals between maintenance for improved productivity-gives unprecedented value for 

money.(정비주기를 넓힘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USE FOR: (용도) 

Omega 696 can be used for virtually all fluid applications in on road and off-road vehicles and equipment, 

including:  

(오메가 696 은 트랜스밋션, 유압시스템, 웻 브레이크, 동력인출장치 등을 포함하여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용 차량이나 

장비의 오일사용부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Transmissions Hydraulic Systems Wet Brakes Power Take-offs Final Drives And more... 

 

SPECIFICATION: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