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Radiator Treatment Additive. 

(라디에이터 첨가제) 

 

 
• Maintains cooling system efficiency - helps eliminate breakdowns. 

  냉각시스템의 효율을 유지하여 고장을 방지한다.  

• Works to prevent corrosion - effective on all radiator metals. 

  부식을 예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라디에이터 금속에 효과적이다.  

• Protect water pumps and seals. 
  워터펌프와 씰을 보호한다.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906 Special Radiator Treatment Additive is the "Super Cool Solution" to 98% of cooling system problems. 

오메가 906 라디에이터 첨가제는 냉각 시스템 문제를 98%까지 해결해주는 최고급 냉각용제이다.  

• Omega 906 Maintains cooling system efficiency-helps eliminate costly breakdowns. 

오메가 906 은 냉각시스템의 효율을 유지케 하여 고장을 방지하여 준다.  

• Omega 906 works to prevent corrosion - effective on all radiator metals, including aluminum, copper and 

steel. 

오메가 906 은 부식을 예방함으로 알루미늄, 동, 강철을 포함하여 모든 라디에이터 금속에 효과적이다.  

• Omega 906 is formulated to protect water pumps and seals. 

오메가 906 은 물펌프와 실을 보호하도록 제조되었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906 is the special radiator treatment additive that: 오메가 906 은 특수 라디에이터 첨가제로서  

• Combats engine failure 0 prolongs engine life. 엔진결함을 방지하여 엔진수명을 연장시킨다.  

• Eliminates mineral scaling on radiator conduits. 라디에이터 관의 광물성 녹을 제거한다.  
• Checks premature water pump and parts failure. 워터펌프나 부품의 급속한 결함을 억제한다.  

• Ensures proper thermostat operation. 서머스탯의 적절한 가동을 보장한다.  

  

USE FOR: 용도  

Omega 906 provides long-lasting insurance against common radiator problems. One application provides six 

months of protection.  

오메가 906 은 일반적인 라디에이터 문제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준다. 한번 사용으로 6 달까지 보호를 하여준다. 

Omega 906 lubricates the water pump, seals, thermostat and all parts in the cooling system to ensure prolonged 

service life.  

오메가 906 은 쿨링시스템의 워터펌프, 실, 서머스텟 및 모든 부속품을 윤활시켜 사용수명을 확장시킨다. 

Omega 906 protects rubber, plastic, aluminum, copper and steel radiator parts from deterioration and corrosion. 



오메가 906 은 고무나 플리스틱, 알루미늄, 구리 및 강철 라디에이터 부속품 등을 파손이나 부식으로부터 보호한다.  

Use Omega 906 confidently in all water-flow radiators. 오메가 906 을 물이 흐르는 모든 라디에이터에 확신을 갖고 

사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