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gear oil booster.  (기어오일 첨가제) 

  

 
• Transforms ordinary gear oil into high-performance EP gear oils. 

일반 기어오일을 고성능 극압 기어오일로 향상시킨다.  

•  Protects both automotive & industrial gears from premature wear due to high or 

shock loading.  

고하중이나 충격하중으로 인한 기어의 급속한 마모로부터 자동차 및 산업용 기어를 

보호한다.  

•  Compatible with copper alloys.  

구리합금 재질을 갖고 있는 기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915 Special Gear Oil Booster is the "Super Transformer" for gear oils that extends lubricant life, improves 

performance and reduces fuel consumption. 오메가 915 특수 기어오일 첨가제는 윤활주기를 확장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연료소모를 감소시키는 슈퍼기어오일 첨가제이다.  

• Omega 915 transforms ordinary gear oil into super high-performance, extreme-pressure, high-spec API GL-5 

and MIL-L-2105C oil.  

오메가 915 는 일반기어오일을 초고성능의 극압 및 API GL-5 및 MIL-L-2105C 규격오일로 변화시킨다. 

• Omega 915 protects both automotive and industrial gears from premature wear due to high or shock loading. 

고하중이나 충격하중으로 인한 기어의 급속한 마모로부터 자동차 및 산업용 기어를 보호한다. 

• Omega 915 can be safely used on gears containing copper alloy parts. 

오메가 915 는 구리합금 재질을 갖고 있는 기어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915 is an special gear oil booster that: 오메가 915 는 특수기어오일 첨가제로서 그 특성은 아래와 같다.  

• Eliminates premature parts replacement due to its outstanding corrosion and oxidation prevention abilities.  

내부식성과 내산화 특성이 뛰어나 부품교환주기를 연장시킨다. 

• Needs just a "few drops" to significantly boost gear oil performance.  

두 세 방울만 첨가해도 유의미하게 기어오일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 Improves fuel economy by reducing fluid drag. 유체의 제동현상을 줄임으로서 연료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 Can double the service life of ordinary gear oil. 일반 기어오일의 교환주기를 100% 연장시킨다. 

 

USE FOR: 용도 

The addition of Omega 915 will considerably improve the performance capabilities capabilities of ordinary gear 

oils. Omega 915 treated gear oils work to extend the service life of gears and gearboxes, while cutting the 

equipment's overall fuel consumption..  



오메가 915 를 첨가하면 일반 기어오일의 성능은 크게 향상된다. 오메가 915 가 첨가된 기어오일은 장비의 전체 

연료소모량을 줄이면서 기어나 기어박스의 사용수명을 크게 확장시킨다. 

 

Omega 915 can be added to any suitable base oil intended for gear oil use or to any existing new gear oil.  

오메가 915 는 신유 기어오일이나 기어오일로 사용할 목적의 기유에 첨가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automotive gears and differential, Omega 915 can be used in the gear drives of numerous 

industries, including:  

오메가 915 는 자동차기어나 디프렌셜 뿐만 아니라 기어로 구동되는 수많은 산업용 기계에 사용할 수 있다.  

Chemical Plants. 

• Petroleum Refineries • Sugar Refineries • Paper Mills 

• Quarries • Textile Mills • Mining Equipment 
• Wire Drawing • Gypsum Plants • Food Processing. 

• Mineral Processing • Machine Sh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