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gineered specially for use with Omega 400gm cartridge-type greases. (오메가

400gm 카트리지 타입 그리스를 주입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입니다.) 

· New-style grip handle ergonomically designed for easy operation.

(새로운 스타일의 그립핸들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조작이 아주 쉽다.)

Anodized blue aluminum cylinder machined to fine tolerances.

(초경합금 처리된 청색의 알루미늄 실린더는 정밀하게 가공되어 허용공차가 아주 미세하다)

SPECIAL FEATURES: (특징)

Omega 007 BLUE MAX" Pistol-Grip Grease Gun is the long-lasting, super-improved gun with a pistol grip and 

added features to ensure ultimate versatility. (오메가 007 Blue Max Pistol-Grip 타입 그리스 건은 권총손잡이가 달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그리스건으로 최고의 다용도성을 갖고 있다)

· Omega 007 is quality engineered specifically for use with Omega 400gm cartridge-type greases. (오메가

007 은 오메가 400gm 카트리지 타입 그리스를 주입하기 위해 특별히 최고급으로 개발되었다.)

· Omega 007 features a new-style pistol-grip handle ergonomically designed for comfort and ease of use-

enables one-handed grease application.( 오메가 007 은 새로운 스타일의 피스톤 그립핸들 그리스건으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사용이 편안하고 조작이 쉬워 한손으로도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다)

· Omega 007's cylinder is machined to fine tolerances from premium heavy-duty aluminum and threaded 

at one end only for unmatched performance.(오메가 007 실린더는 특별제작된 튼튼한 알루미늄으로 정밀하게

가공되어 허용공차가 아주 미세하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한쪽 끝은 나사산으로 되어있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007 is the pistol-grip grease gun that features: (오메가 007 피스톨 그립 그리스건은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

· Reliable and tough zine-alloy head over-painted in blue color to match the anodized aluminum cylinder. 

(아연합금상부가 초경합금처리된 알루미늄 실린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푸른색으로 착색되었다)

· Special on-head fitting to enable loading from bulk containers.(용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상부에 특수장치를

하였다.)

· Air bleeder valve located on gun head to ensure easy priming. (주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 상부에

공기밸브가 위치해 있다)

· Exclusive position displacement cylinder that crates a vacuum when pumped to enable air entrained in 

grease to be easily evacuated to prime gun. (그리스건의 배기실린더는 그리스건이 그리스를 주입할수 있게

그리스에 운반된 공기가 진공상태가 되도록 진공을 일으킨다.)

· Cylinder shell and parts machined to extremely close tolerances to accommodate ground and polished 

piston to achieve optimum, exact pressure. (피스톤이 최적의 정확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실린더 동체와 그

부속품들이 정밀하게 가공되어서 허용공차가 아주 미세하다)



Cartridge Attachments : (용도)

Omega 007 "Blue Max" has been designed specifically to accept 14 oz Omega 400GM grease cartridges which 

enable easy loading. Positive displacement cylinders create a vacuum in the cartridge so that any air present in 

the grease is displaced and the gun is ready for priming.

There is never any problem with entry of the plunger into the cartridge, as once the cartridge is in the cylinder the 

plunger will penetrate it - even if the end of the cartridge has been damaged.(오메가 007 Blue Max 400gm은 오메

가 그리스 카트리지가 쉽게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카트리지가 실린더속에 들어가면 플

린저 입구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플린저가 카트리지를 뚫을 것이다. - 비록 카트리지가 손상될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