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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터 녹 방지 및 워터펌프 윤활:

자동차나 트럭의 냉각시스템은 소홀히 관리되기 쉬운 부위이며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이러한

부위를 대충 훓어 볼 뿐이다 오늘날 엔진의 냉각체계는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에 당면해 있다. .

그것은 윤활의 결핍과 녹에 관한 것이다.

윤활의 결핍은 워터펌프의 조기 파손을 초래하고 스머스탯 자동적으로 소요온도를 유지하는 장치 의( )

스티킹 눌러붙음 과 부적절한 작동의 원인이 된다 녹의 발생은 종종 라디에터의 완전한 파손을 초래( ) .

한다.

당면한 문제점:

통계에 의하면 매년 대의 자동차중 대가 냉각체계의 파손을 경험한다는 자료가 있다5 1 .

특히 여름철 자가용의 냉각체계의 파손은 엄청 성가신 일일 뿐 아니라 트럭이나 광산트럭 혹은 건설

장비와 같은 상업용 자동차의 파손은 엄청난 재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생산성 차질과 과도한 비용

소모의 원인이 된다.

냉각체계의 파손에 따른 자동차 대의 파손은 자동차 대의 파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1 1 .

결국 생산차질 계획차질 인력손실 납품날짜 연장과 같이 경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 , .

현대 자동차의 냉각체계와 라디에터는 과거의 냉각 체계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하게 되어 파손

이 더욱더 쉬워져 버렸다 이것이 오메가 워터펌프 윤활 및 라디에터 첨가제가 필요하게 된 동. 906

기이다.

내연기관 엔진은 고작 의 열효율을 가질 뿐 의 에너지는 열의 생성에 의해 낭비되어 버린25% 75%

다 만약 이러한 열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엔진과 트랜스 밋션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냉각체계는 라디에터의 유체와 기계적 부품에 의해 의 열을 분산 또는 흡수하게 고안되어 있다50% .

오메가 문제해결906 - :

오메가 은 냉각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906 98% .

오메가 은 냉각공기와 중심부의 커다란 온도차의 원인이 되는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려준906⑴

다 이것은 라디에터의 열전달을 엄청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보다 효율적인 원활한 냉각수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워터펌프의 캐비테이션 추진부의 뒤쪽( ) (⑵

에 생기는 진공부 을 없애준다) .

부식을 억제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디에터는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 .(⑶

철 구리 금속 알루미늄 황동 납 이러한 금속은 오메가 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여러 부위에서, , , , , ) 906

화학적 스케일 산화물 이나 작용을 생성하게 된다 오메가 은 모든 금속의 부식을 억제하는 기능( ) . 906

을 한다.

냉각체계에는 여러 가지 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⑷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엔진과 고온 부위에서도 스케일 산화물 생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 )

엔진블록으로부터 열전달을 어렵게 만들어 과도한 열에 의해 엔진블록이나 헤드의 비틀림현상을 초래

하게 된다.

약 의 광물성 산화물은 의 열전달을 감소시키게 된다1.5mm 40% .

오메가 은 스케일을 없애주며 냉각체계의 효율을 최대화 해준다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