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ttery Revive   (밧데리재생제)  

 

 
• Puts new life into old batteries- extends life expectancy of new  

  batteries.  

 
수명이 다한 밧데리를 재생시킨다 - 새로운 밧데리의 기대수명을 증가시킨다.  

• Acts immediately to restore sulfated, yet mechanically sound batteries.   

 
황산염이 침적된 (기계적으로) 정상적인 밧데리로 즉시 회복 

 
되도록 작용한다.  

• Keeps batteries running cooler & stronger to last longer.   

  
밧데리가 더 오랫동안 수명을 지니도록 더 냉각적이고 강력 

하게 작동되도록 한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908 Battery Revive in the "One-Shot Battery Treatment" formulated to add years of life to both old 

and new lead- acid batteries.  

오메가 908 밧데리재생제는 낡거나 납산 밧데리의 수명을 확장시키도록 제조된 원샷 밧데리 치료제입니다.   

• Omega 908 puts new life into oil batteries and extends the life expectancy of new batteries.  

오메가 908 은 낡은 밧데리를 재생시켜 새로운 밧데리의 수명을 증가시킨다.  

• Omega 908 acts immediately to restore sulfated, yet mechanically sound batteries.  

오메가 908 은 황산염이 침적된 정상적인 밧데리로 즉시 회복되도록 작동한다.  

• Omega 908 keeps batteries running cooler and stronger to last longer.   

오메가 908 은 밧데리가 더 오랫동안 수명을 지니도록 더 냉각적이고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한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 성 

Omega 908 is the superior battery treatment that:  오메가 908 은 최고급의 밧데리 재생제로서  

• Features a superior liquid chemical formula that eliminates hard sulfation (i. e., crystallized deposits of 

leaf sulfate).  

뛰어난 유동화학식을 갖고 있어서 단단한 황산화를 방지한다.   

• Boost conductivity of electrolyte and jeeps battery housing and plates clean.  

전해액의 전도성을 향상시키며 밧데리의 하우징이나 판을 청정하게 한다.   

• Gives a faster and more efficient flow of both discharge and recharge currents through the battery 

plates.  

밧데리판을 통하여 방전이나 충전전류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흐르게 한다.   

• Remains active through the extended life on the battery. 활성화시킴으로서 밧데리의 수명을 증가시킨다. 

 

 



USE FOR: 용도 

Omega 908 is a one-time treatment for batteries that keeps on working to ensure battery plates are clean and 

porous.  

오메가 908 은 밧데리판을 청정하고 다공성이 있게 함으로서 연속적인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 one-time 밧데리 

재생제이다.   

Omega 908 works to ensure batteries give full peak power performance, display improved electrical storage 

capacity and give faster starts in hard-starting conditions such as freezing temperatures and both high and 

low humidity (air moisture) conditions.  

오메가 908 은 밧데리가 최고도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며 향상된 전기저장용량을 나타내며 저온이나 고 내지 

저습도조건과 같은 시동이 걸리기 어려운 조건에서 더 빠르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Use Omega 908 on all lead-acid batteries. 모든 납산밧데리에 오메가 908 을 사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