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re Mounting Lubricant. 

 (타이어 장착 윤활유)  

 

 
•  Super savings - saves up to 50% in man-hours over conventional 

mounting.    

 

  (뛰어난 절약성 - 종래 타이어장착에 비하여 50% 맨아워을 절약합니다.) 

  

• Super fitting - provides a superior fit between the tire & rim. 
  (장착의 용이성 - 타이어가 림사이에 아주 쉽게 장착되게 합니다.) 

  

• Super protection - contains rust inhibitors to protect the rim against 

corrosion. 

  (뛰어난 보호성 - 방청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부식으로부터 림을 보호합니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902 Tire Mounting Lubricant is designed to assist in all types of tire mounting applications, including large 

trucks and heavy equipment. (오메가 902 타이어 장착 윤활유는 대형트럭이나 고하중장비 등 모든 타입 타이어 

장착을 용이롭게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 Omega 902 saves up to 50% in man-hours over conventional mounting means - saves time and money! 
      (오메가 902 는 종래 타이어장착방법보다 맨아워를 50% 감소시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합니다.)  

    • Omega 902 provides a superior fit between the tire and rim. 

      (오메가 902 는 타이어가 림사이에 아주 쉽게 장착되게 합니다.)  
    • Omega 902 contains powerful rust inhibitors to protect rims against corrosion. 

      (오메가 902 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방청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부식으로부터 림을 보호합니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 성) 

Omega 902 is tire mounting lubricant that: (오메가 902 는 타이어 장착 윤활유로서) 

  

    • Features specially selected penetrants to protect both natural and synthetic tire rubber compounds.  
     (천연 및 합성 타이어고무 컴파운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엄선된 침투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 Is easy to apply and easy to remove - requires no special preparation and is completely water-soluble  

      so excess can washed away.  
     (사용하기도 쉽고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특별한 준비도 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히 물에 용해되므로  

     과도하게 사용할지라도 쉽게 씻겨집니다.)   

    • Contains neither soap nor silicone and is safe to use on all tires, including whitewalls. 
     (비누나 실리콘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월을 포함하여 모든 타이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 Provides a superior fit between tire and rim to ensure a good grip even in low air pressure applications. 

     (저압에서조차 타이어가 림사이에 아주 쉽게 장착되게 합니다.) 
    • Is prepared under strict laboratory conditions to ensure consistently high quality. 

     (일관성 있는 고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실험조건아래서 개발되었습니다.)  



  

  

USE FOR: (용 도) 

Omega 902 is specifically formulated to assist in all types of tire mounting applications, including large tractors, 

trucks and vehicles and heavy equipment of every kind. (오메가 902 는 특별히 대형트랙터나 트럭 및 차량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중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타입의 타이어 장착을 용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조되었습니다.) 

Omega 902 is specially recommended for use in high humidity environments where wheel rims easily corrode and 

make tire-mounting especially difficult. (오메가 902 는 휠 림이 쉽게 부식되고 특히 타이어 장착이 어려운 고습의 

환경에 사용되도록 추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