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ega 85 “Shear sensation PLUS”, super shear-stable, all-purpose, 

High-performance grease provides:  

 

(오메가 85 전단 센세이션은 매우 뛰어난 전단안정성을 가진 

다목적 고성능 그리이스입니다.) 

 

  
• Unmatched "Shear Strength" which means OMEGA 85 stays exactly where  
you apply it without squeeze-out, thinning or deforming. Saves your precious  
machinery and vehicles from breakdown and costly parts replacement.  
(전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전단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입된 부위에 점착하여 
밀려나거나 주도가 묽어지거나 구조가 변화하는 일이 없다. 때문에 고가의 기계나  
차량의 고장 및 부품교환을 억제한다.) 
•True multi-purpose performance so you need stock, dispense and inventory only  
one grease. Saves time and money and eliminates misapplication possibilities.  
(오메가 85 는 초만능 다목적용 그리이스로 다른 여러종류의 재고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주며 오용을 막아준다.) 
•Super temperature stable from 0 ℉ to 500℉! Use it anywhere in virtually any  

application. You get superb lubrication results every time.    
(-17.7

o
C ~260

o
C 에 걸친 초 광범위한 온도안정성이 있으며 거의 모든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뛰어난 윤활성을 보장한다.)    
 

 

Omega 85 "Shear Sensation" all-purpose grease is the unique product of the latest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a single grease to meet the widest-ranging requirements of lubrication found in automotive and industrial 

machinery. (오메가 85 전단 센세이션 다목적 그리이스는 최신의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이 제품하나로 차량이나 

산업기계에 요구되는 특성들을 모두 충족시킨다. )  

Most ordinary, "so-called" high-performance greases feature a metallic thickener to "body" out the product and 

provide a degree of temperature stability. Though adequate in some applications, once the performance 

envelope is exceeded, these same metallic from abrasives which actually abrade, scratch and scour the bearings, 

leading to breakdown and damage so severe that replacement of all affected bearings is mandatory. This costs a 

lot of money in terms of both parts replacement costs and time needed to dismantle, repair and replace-time 

during which the machinery or vehicle is unoperative. (대부분의 일반 고성능 그리이스는 금속계 증주제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이스는 어떤 경우에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 

성능의 한계를 넘어서면 증주제의 금속이 역으로 마모요인이 되어 베어링에 스크레칭이나 스콜링을 초래하게 되며 

고장에 이르게 하여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모든 베어링의 교환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품교환 비용과 기계를 

분해하고 수리하여 부품을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기계나 차량이 운전되지 못하여 생기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막대하다.) 

Omega 85 "Shear Sensation" utilizes an advanced organic thickener that cannot abrade or destroy bearings, even 

if normal performance conditions are exceeded. This provides an in-built lubrication performance "insurance" 

which no other high-performance grease can guarantee.(오메가 85 전단 센세이션은 고성능 유기계 증주제를 

사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가동조건을 넘어서 사용해도 베어링에 마모를 일으키거나 파손을 일으키지 않는다.) 



UNMATCHED SHEAR STRENGTH AND IN-BUILT TEMPERATURE STABILITY: (전례없는 

전단안정성과 고온안정성) 

Omega 85 "Shear Sensation" features the "leading edge" in shear stability that cannot be matched by any 

ordinary grease. This "stay put" ability provides a new plateau of lubrication stability as it will not squeeze out or 

turn "runny". It stays on the job-lubricating day-in and day-out, providing unmatched lubrication performance. 

(오메가 85 는 다른 어떤 일반 그리이스와도 비교될수 없는 탁월한 전단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점착성은 

급지된 곳에서 밀려나거나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윤활안정성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오메가 

85 는 필요한 곳에 장시간 머물러도 전례없는 윤활성능을 발휘한다. ) 

It withstands temperatures as widely-fluctuating as 0℉ to 500℉, which is fully one order of magnitude over 

ordinary, limited performance lubricants. (이 제품은 -17℃에서 260℃까지의 광범위한 온도조건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한정된 성능의 그리이스와 비교해서 한층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MATCHES EVERY SEAL TYPE: (일체의 씰에 사용가능) 

Omega 85 has been engineered to be fully compatible with all common bearing seal materials, such as Hytrel, 

Viton and Neoprene and will not damage or cause seal swelling, cracking or disintegration. This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leakage past seals and ensures Omega 85 stays within the confines of the bearing - and providing 

superlative lubrication performance. (오메가 85 는 하이트릴, 비튼 네오프랜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베어링 

밀봉제와 함께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씰을 팽창시키거나 크래킹을 초래하는 등의 화학적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메가 85 는 씰 밖으로 누출없이 베어링 내에서 항상 점착하여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뛰어난 

윤활성을 발휘한다. )   

Omega 85 provides true all-purpose capability in automotive and industrial plain and antifriction bearings, in hot 

or cold environments and subjected to light, medium or heavy loads. (오메가 85 는 차량 및 산업용의 다목적 

그리이스로 평베어링 및 내마모 베어링, 고온및 저온, 경.중.고하중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Omega 85 therefore provides superior performance and re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technical excellent in the

field of lubrication ever develop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오메가 85 는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상업용으로서 지금까지 개발된 그리이스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제품이다. )

Package: 15KG/CN, 400g J Type, 400g C Ty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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