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Performance :ZERO WEAR” OMEGA 777 Racing Engine Oil Prevents 

engine breakdown even under the most arduous & tortuous operating 

conditions !!! 

(특별한 성능을 발휘하는 오메가 777 제로마모 레이싱 엔진오일은 초극악한 

운전조건에서조차도 엔진고장을 예방합니다. !!!) 

 

  

 
  

 

 

The Most advanced additives chemistry, available for the first time in any engine oil enables OMEGA 777 to give 

you: (가장 최고급품질의 첨가화합물이 엔진오일에 최초로 적용된 오메가 777 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발휘합니다. )  

• MAXIMIZED POWER OUTPUT IN ANY TYPE OF HIGH OUTPUT ENGINE, including those fueled 

by methanol, nitro methane and gas mixtures.(고출력엔진의 어떤 타입에도 최고출력을 발휘. 메탄올, 

니트로메탄,가스혼합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ENHANCES LUBRICATION PROTECTION For even the most highly-stressed, highly-tuned, high output power 

plants.(가장 최고의 응력, 고튜닝, 고출력 차량에서 훌륭한 윤활성.) 

• MAXIMUM ENGINE RELIABILITY AND components life even under "abuse" operating conditions. (극악한 

운전조건에서조차도 엔진의 신뢰성 및 부품수명의 최대화.) 

• HIGHER ENGINE "REV-ABILITY" and acceleration.(엔진의 고속회전 및 가속) 

• SUPERIOR LUBRICANT LIFE, without breakdown, in turbocharged power units.(터보챠지동력장치에서 탁월한 

윤활수명을 발휘하여 고장을 없애줌) 

• VIRTUAL "WEAR-FREE" OPERATION under less-arduous, normal, daliy-use conditions.(극악하지 않는, 일상의 

사용조건에서 실질적인 무마모 작동) 

• MANIMUM "RACE-TUNING" CAPABILITIESA without oil breakdown and foaming.(오일파손및 기포생성없이 

튜닝레이스에서 최고성능 발휘) 

  

OMEGA 777 "Special Performance" racing engine oil provides tomorrow's lubrication technology today! (오메가 

777 "특별한 성능" 레이싱 엔진오일은 미래의 윤활기술을 현재에 적용한 엔진오일입니다. !)  

   

Production Information OMEGA 777

DESCRIPTION: (제품소개) 

Omega 777 special performance, racing engine oil was specially developed for competition applications where 

the most demanding operating conditions are encountered, from engines in the highest stats of tune. Due to the 

enhanced lubrication characteristics engineered into Omega 777, when used under "normal" conditions, Omega 

777 will provide virtually "ZERO WEAR" capabilities. (특별한 성능을 발휘하는 오메가 777 레이싱 엔진오일은 가장 

높은 상태로 튜닝된 엔진 즉 초극악한 운전조건에 적합한 적용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 오메가 777 은 



탁월한 윤활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오메가 777 은 실제적으로 제로마모특성을 

발휘합니다.)  

Omega 777 helps maximize power-output while protecting engines against scuffing, scoring and seizing.(오메가 

777 은 스커핑, 스코링 및 눌러붙음 방지하며 엔진을 보호함으로서 엔진출력을 최대화시킵니다. )  

VIRTUALLY ELIMINATES ENGINE FAILURE: (엔진고장 예방) 

Due to the special performance additive in Omega 777, engine wear is virtually eliminated. In addition, special 

E.P. and antiwear agents protect moving engine parts and components to give super extended service life. State-

of-the art foam depressants/inhibitors give "full-bodied" lubrication even under high engine revolution/oil 

circulation conditions and eliminate piston seizure problems due to oil foaming.(오메가 777 에 함유되어 있는 

특별한 성능의 첨가제로 인해 엔진마모가 방지됩니다. 부가적으로 특수극압 및 내마모첨가제가 엔진구동부품및 

구성요소를 보호하여 사용수명을 매우 연장시킵니다. 예술의 상태로 승화된 기포방지제는 높은 엔진회전 및 

오일순환조건아래에서 중요한 윤활역할을 수행하여 오일기포로 인한 피스톤의 눌러붙음현상을 방지합니다 )  

MAXIMIZES POWER OUTPUT: (출력의 최대화) 

The superior low ash additive chemistry eliminates accumulative engine deposit formation and enables engines to 

develop full output without detonation (pinking). (최고급품질의 저회분 첨가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에 

침전물이 생성되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며 핑킹현상없이 엔진이 최대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SPECIFICATIONS : (규격) 

Omega 777 special performance racing engine oil is recommended for all four-stroke gasoline racing engines-

normally aspirated or turbocharged. (특별한 성능을 발휘하는 오메가 777 레이싱 엔진오일은 모든 4 사이클 가솔린 

레이싱 엔진과 자연흡기식 및 터보챠지용에 추천됩니다.)  

Omega 777 meets or exceeds:  

API: SL for gasoline engines (including turbo charged) 

API: CF for Diesel engines 

ACEA: A3-98/ B3-98 

FORD M2C153D 

MB 

VW: 502/505 

MIL-L-46152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