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ega 903

SUPER DEL ADDITIVE. 최고급 디젤 첨가제

• Increases mileage while boosting horsepower - saves you 

money! (마력을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증가시킴으로서 경비를

절약시킵니다.)

• Improves fuel storage stability - biocide formulation eliminates 

sludging tendency. (연료저장 안정성을 개선시킵니다: 

살균제조됨으로서 슬러지형성을 제거합니다.)

• Provides cleaner, more efficient engines - reduces annoying 

smoke exhaust. (더 청정하고 효율적인 엔진이 되도록 하여

매연의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903 Super Diesel Additive is quality formulated to improve combustion of diesel engines while 

extending the intervals between routine engine maintenance. (오메가 903 최고급 디젤첨가제는

디젤엔진의 연소를 개선시키도록 최고급으로 제조됨으로서 일상적인 엔진정비주기를 확장시킵니다.) 

1. Omega 903 significantly increases mileage while boosting horsepower to save you money. (오메가

903 은 마력을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증가시킴으로서 경비를 절약합니다.)
2. Omega 903 improves fuel storage stability - biocide formulation eliminates sludging tendency of diesel 
fuel. (오메가 903 은 연료저장안정성을 개선시킵니다: 살균제조됨으로서 디젤연료의 슬러지 현상을

제거합니다.)

3. Omega 903 provides cleaner, more efficient engines - reduces annoying smoke exhaust. (오메가

903 은 엔진을 더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되게 함으로서 매연의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 성)

Omega 903 is the Super Diesel Additive that: (오메가 903 은 최고급 디젤첨가제로서)

Extends the service life of fuel injectors. (연료인젝터의 사용수명을 확장시킵니다.)

1. Keeps injector clean for complete combustion and optimum fuel economy. (인젝터를 청정하게

함으로서 완전연소하게 하며 연료를 절약하게 합니다.)

2. Reduces wear in ri ng belt areas.
3. Dispenses completely in bulk diesel fuel.

USE FOR: (용도)
Omega 903 is formulated to get rid of the residue in diesel fuel clogs up fuel filters and retards the flow 
of fuel. Omega 903 keeps engines operating as much as three times as long between maintenance 

intervals. This super additive keeps filters, pumps, tanks and injectors amazingly clean. (오메가 903 은

필터를 막고 연료의 원활한 흐름을 더디게 하는 디젤엔진의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되었습니다. 오메가 903 은 엔진정비의 주기를 3 배정도 확장시켰습니다. 이 고급첨가제는

필터나 펌프, 탱크, 인젝터를 놀랄만하게 청결하게 합니다.)
Omega 903 restores and revitalizes sluggish injector equipment. A ' clean out shot' treatment 
completely removes accumulated sludge deposits and restores injectors to peak condition. (오메가

903 은 흐름이 느린 인젝터장비를 원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오메가 903 을 첨가함으로서 축적된

슬러지 침전물이 제거되어 인젝트를 최고상태로 회복시킵니다.)

Use Omega 903 confidently with all diesel engines. (오메가 903 을 확신있게 모든 디젤엔진에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