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ine flush which removes harmful deposits from within  

engines and compressors. 

( 엔진내부의 해로운 잔사물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엔진청정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Cleans valves and hydraulic lifters.  

 

  (밸브 및 하이드로익 리프터를 깨끗이 해 줍니다.) 

• Neutralises internal engine acids. (엔진내부의 산을 중화시켜 줍니다.) 
• Quickly and efficiently removes dirt, sludge and other contaminants.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먼지나 슬러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 Removes deposits resulting from glycol anti-freeze contamination. 
  (부동액에 의해 오염된 잔여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 Prevents the immediate deterioration of new oil by cleaning out all the  

  damaging components of the old oil.  
  (오일교환 지연에 의한 기관내부의 파손을 막아줍니다.) 

  
OMEGA 907 prevents the immediate deterioration of new oil by cleaning out all the damaging components of 

the old oil. (오메가 907 은 오래 사용한 오일의 해로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주므로 새로 주입한 오일의 빠른 

오염화를 막아준다.) 

 

Product Information OMEGA 907

The increasing compression ratios, decreasing operating tolerances, and high temperatures of today's modern 

engines. combined with widespread usage of hydraulic valve lifters and extended oil-drain periods, demand 

regular, periodic engine flushing to ensure top engine performance. Omega 907 Engine Flush will remove 

harmful, power-robbing sludge, dirt and other contaminants in minutes, it is especially effective in removing 

these contaminants from oil screens (filters) and lines. 

(압축비는 점점 증가되고, 내구성은 급속히 감소되고 그리고 최신형 엔진의 고온조건 또한 유압식 밸브리프터 채용 및 

오일의 교환연장 등에 따라 기기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플럭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 907 

플럭싱첨가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오일입니다. 유해한 파워감소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 오물 그 외의 

찌꺼기를 수분만에 제거합니다. 특히 오일스크린(필터)이나 배관내에 발생한 잔사물의 제거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Cleans valves and hydraulic lifters  <밸브와 하이드로릭 리프터의 청정> 

It suspends particles and prevents their depositing on engine parts. With Omega 907's solvent action, gum and 

varnish deposits are removed from close tolerance passages of valves and hydraulic valve lifters, allowing them to 

operate smoothly. (오메가 907 은 오물을 부유시켜 침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메가 907 의 뛰어난 용해작용에 의해 

밸브나 밸브리프트의 작은 틈에 끼여 있는 껌 및 바니쉬 침전물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합니다.)  

Removes harmful deposits  <유해한 잔사 제거> 

Excessive combustion deposits cling to vital parts inside an engine even after an oil and filter change. For every 

3220-4830 km (2000-3000 miles) of average driving (455 litres/100 gal of petrol consumed) an automobile 

engine can (depending upon fuel and oil quality and general engine condition) produce: (오일이나 오일필터를 

교환해도 연소시의 잔사물은 엔진내의 중요한 부품에 남게 됩니다. 매 2000~3000 마일(3220~4830km) 주행에 



(100 갈론-455 litres 의 휘발유 소모) 다음의 물질(연료나 오일의 품질 그리고 엔진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생성됩니다.)  

• 160-250 litres (40-50 gals.) of water (물) 

• 15-50 litres (3-10 gals.) of unbumt petrol (불연연료)  

• 200-500 g. (1/2-1 lb.) of acids.(산) 

• 100-500 g. (1/4-1 lb.) of varnishes and resins. (바니쉬 혹은 수지성분) 

• 200-1000 g. (1/2-2 lbs.) of sludge.(슬러지) 

• 200-300 g. (6-10 ounces) of insoluble salts.(불용해 염분)  

Omega 907's special ingredients loosen these harmful deposits, holding them in suspension until the old oil is 

drained from the crankcase.  

(오메가 907 의 특별구성성분은 이러한 해로운 잔사물을 묽게 만들어 오래된 오일이 부유 된 상태로 되게 함으로서 

기존오일이 크랭크케이스에서 빼내질 때 배출됩니다.) 

Neutralises internal engine acids  <엔진내의 산의 중화> 

Accumulation of contaminants to damage-causing levels and the formation of acids over extended oil-drain 

periods are major causes of wear on pistons, rings and cylinder walls. While an oil drain and change are certainly 

beneficial in combating acid conditions, 1/2 litre (the pint) or so of old oil remaining after a drain immediately 

contaminates the new oil. The expected protection against dangerous acid accumulation does not occur. Omega 

907 neutralises the acids and prevents corrosive damage, restoring the additives, allowing motorists to get the 

maximum lubrication protection they expect from an oil and filter change. (오일교환을 연장하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산이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피스톤, 링, 실린더 벽의 마모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일교환은 확실히 

그러한 산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오래된 오일이 500cc 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오일을 넣으면, 

그 새로운 오일은 바로 열화되어 버립니다. 새 오일에 섞인 오래된 오일의 유해성분은 새 오일에 첨가되어 있는 

첨가제의 효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은 산에 대한 저항력을 기대치만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메가 

907 은 산을 중화하여 부식을 막고, 새 오일 첨가제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고, 오일 및 필터의 교환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Stops damage from extended drain intervals  <오일교환에 의한 손상방지> 

Without the action of Omega 907, 1/2 litre (the pint) or so of old oil will contaminate the new oil, resulting in 

rapid formation of sludges which cling to vital engine parts. Without effective additive action, the combustion by-

products in the crankcase oil begin to drop out of suspension. Omega 907 revitalises additive action by 

suspending sludge and holding them in the oil until it is drained. Flushing an engine with Omega 907 every oil 

change ensures the new clean oil operates at peak efficiency. 

(오메가 907 의 작용이 없으면 파인트(1/2 litre) 정도의 오래된 오일은 새로 주입한 오일을 오염시키고 주요한 

엔진부품에 들러붙는 슬러지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효과적인 첨가작용이 없으면 크랭크케이스안의 

오일은 침전하게 됩니다. 오메가 907 의 활성제 작용은 슬러지를 오일속에 부상시켜 교환시 빠지게 해 줍니다. 오메가 

907 로서 매 오일교환시 청정하면 새로 주입한 오일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Removes glycol anti-freeze contamination  <글리콜계 부동액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Regular use of Omega 907, at manufacturers' recommended oil change intervals, removes glycol and associated 

deposits before excessive build-up occurs. Glycol destroys the additives of motor oils and causes deposits to settle 

on parts in sufficient quantity to cause engine seizure. Omega 907 provides positive protection against this 

occuring.  

(오메가 907 을 제조업자의 추천된 오일교환시기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글리콜계의 잔사물질이 누적되기 전에 

제거해줍니다. 글리콜계의 부동액이 오일에 섞여 있다는 것은 윤활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글리콜은 오일의 첨가를 

파괴하며 엔진부품에 잔사를 누적시키며 많은 양이 쌓이면 엔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 907 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How to apply omega 907  <사용법> 

With engine off, and at operating temperature, add Omega 907 to crankcase, idle engine for 10 minutes, then 

drain crankcase while engine is still hot. Replace oil plug, install new filter and fresh oil. For crankcase capacity 

less than approx.2.8 litres (3 quarts) use 250 ml of Omega 907. Use every 9700 km (6000 miles) or AT EACH OIL 

CHANGE.  

(엔진시동 후 운행상태의 예열을 가한 후 오메가 907 을 크랭크케이스에 첨가하십시오. 엔진을 10 분 동안 공회전 

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엔진에 여전히 열이 있는 동안에 크랭크케이스용량이 3 쿼트 이하(약 3 리터) 에 1/2 오메가 

907 을 사용, 매 6000 마일(9700km)마다 또는 매 오일교환시 사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