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Grade anti-corrosion grease. (식용등급내부식성 다목적 그리이스) 

• Super Corrosion Resistance.   
 

 

       (내부식성이 매우 뛰어남.) 
• Withstands Extreme Heat, Water Washout & Load.  

       (초내열성과 수세내수도가 뛰어나며 고하중에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슴.) 

•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with Water and High  
      Temperatures.    

 

      (수분과 고온에서 뛰어난 기계적 안정성을 발휘함.)  
• Most Advanced Lubrication Solution to Adverse Operating 

      Conditions in Power Plants, Steel Mills, Paper Mills and  
      Marine /Offshore Industries.  
      (발전소, 강철공장, 제지공장, 해양 및 근해산업의 가장 극악한  
      사용조건의 윤활문제를 가장 뛰어나게 해결함.)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78 Food Grade Anti-Corrosion Grease Belongs to the latest and revolutionary generation of lubrication 

solutions. Omega 78 식용등급 내부식그리스는 최신의 혁신적인 세대의 윤활해법에 해당된다.  

• Omega 78 is formulated to offer exceptional mechanical stability, high dropping point, high load carrying 

capacity, reduced wear, and excellent resistance to water, rust and corrosion. 오메가 78 은 우수한 기계적 안정성, 

고적점, 고하중성, 마모감소, 뛰어난 내수성, 방청성, 내부식성의 특성을 갖도록 제조되었다. • Omega 78 protects and 

extends the life expectancy of critical equipment by its powerful "fish-scale" like pattern coating- a technological 

competitive edge. 오메가 78 은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강력한 고기비늘같은 형태의 도포를 함으로서 중요장비를 

보호하며 사용기대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킨다. 

 

• Omega 78 outperforms other premium greases such as lithium complex, aluminum complex and 

polyurea.오메가 78 은 리듐컴플렉스, 알루미늄컴플렉스, 폴리우레아와 같은 다른 프리미엄 그리이스 보다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78 is the super anti-corrosion grease that: 오메가 78 은 최고급 내부식 그리이스로서 

• Features excellent EP (extreme pressure) and AW(antiwear) properties. 뛰어난 극압성 내마모 특성을 갖고 있다. 

• Needs no additional additives. 더이상 다른 첨가제를 첨가할 필요성이 없다. 

• Ensures low bleed tendencies even at high temperatures - together with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give 

maximum lubricant life for promising cost-efficiencies. 우수한 기계적 안정성과 고온에서도 낮은 이유도를 갖고 

있어서 윤활주기를 최대한 연장시켜 줌으로서 비용효율성이 아주 뛰어나다. 

USE FOR (용도) 

Omega 78 Food Grade Anti-Corrosion Grease is the revolutionary & genuine multipurpose grease tht satisfies 

most major industries and abundant innovative applications. 오메가 78 식용등급 내부식 그리이스는 대부분의 

주요산업및 수많은 새로운 방식의 사용부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진정한 다목적 그리이스다.   

Engineers and Maintenance Professionals use Omega 78 for versatile applications including:    



엔지니어와 장비전문가는 

  

Food Processing Plants, Automotive Industries, Paper Mills, Clean Room, Steel Mills, Mining Operations, Nuclear 

Plants, Offshore Industries and Marine Applications. 식품가공공장, 자동차산업, 제지공장, 클린룸, 광산, 핵발전소, 

근해 및 해양산업에 다목적용 그리이스로 오메가 78 을 사용한다.  

Omega 78 prevails in the most adverse environments, while maintaining its outstanding properties: EP & AW and 

excellent resistance to corrosion, oxidation, water spray-off, washout even under elevated temperatures. 오메가 

78 은 가장 극악한 사용조건에서 그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오메가 78 의 뛰어난 특성 즉, 극압성, 내마모성, 고온에서 

내부식성, 내산화성: 분무 및 세척에 저항성의 특성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