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EGA 636 is scientifically developed universal maintains oil with excusive  

four way action  

(오메가 636은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다목적 정비오일로서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This unique quality enables Omega 636 to: OMEGA 636 has universal application    
fir all basic maintenance requirements. Omega 636 contains pure Jamaican Pimento  

oil, the only oil in the world heavier than water.   

....<오메가 636 은 모든 기초--영역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다.  
오메가 636 은 순수한 자메이카의 피멘트오일을 함유하고 있다.> 

  

LUBRICATES: ...<윤활성>  

Jamaica oil adheres tenaciously metal forming a tough film keeping apart metal-to- 

metal contact which causes wear and ultimate failure. 

.....<자메이카 오일은 금속표면에 강력하게 점착하여 강인한 유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금속과 금속간의 접촉을 막아줌으로서 마모와 고장을 막을 수 있다.>  

  

PENETRATES: ...<침투성>  

Jamaica Oil the liquid wrench. New completely rust frozen parts that previously required hours of soaking in 

common penetrating oil can be removed in seconds......<자메이카 오일은 액체 렌치라 불리는 오일로서 녹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는 부위에 일반 침투액으로서는 수시간이 걸리는 곳을 몇 초이내에 가능케 한다.>  

DISPLACES WATER: ...<물치환성>  

Omega 636 contains Jamaica Pimento oil making. It one of the finest water displacing agents produced. The 

efficiency of Omega 636 allows it to dispel not only water but other ordinary water displacing agents......<오메가 

636 은 가장 뛰어난 물치환성을 가진 자메이카 오일을 함유하고 있다. 오메가 636 은 물을 치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치환제까지도 치환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RUST-PROOFS: ...<방청성>  

Omega 636 is a superb rust preventative. The pure Jamaican Pimento oil not only prevents surface rust but 

penetrates deep into the pores of metals and prevents sub-surface rust......<오메가 636 은 뛰어난 방청성 있어서 

금속 표면의 녹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속표면의 움푹팬 곳까지 침투하여 금속내부의 녹까지 막아준다.>  

Omega 636 in fortified with special rust inhibitors which give it the following special features: 

<오메가 636 에는 특수한 방청첨가제가 첨가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특성을 발휘한다.>  

 

• Displaces water and rust proofs In one easy application. <간단한 적용에도 물을 치환하고 방청효과를 발휘한다.> 

• Easily and cheaply applied. Surfaces do not require excessive cleaning or preparation. <손쉽게 싼값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에 금속표면을 과도하게 청소하거나 사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Can be applied with either a brush or gun. <브러쉬나 분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Omega 636 can also be applied by dipping, thus ensuring complete and proper film coverage.  

<금속을 오메가 636 에 담구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하고도 적절한 유막을 형성할 수 있다.> 

 

The protective film of Omega 636 has an unusually high affinity for metals resulting in a very tenacious bond. It is 

non porous and therefore provides a self-heating action against scratches and other breaks. 



<오메가 636 의 유막은 종래의 제품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금속에 친화성이 있어서 금속표면에 강력하게 점착한다. 

오메가 636 은 물이나 공기따위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줌으로서 스크래치나 그 외의 파손에 대해 자체 내열막을 

형성하여 보호한다.> 

Omega 636 can be used in machine shops. Dries and prevents rust on newly machined parts that are wet with 

either water or soluable oil emulsion, all in one operation.<오메가 636 은 금속가공공장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한번의 적용으로 물또는 수용성 절삭유로 인해 젖어진 새로운 기계부위에 사용하면 그것들을 건조 시켜서 녹을 

방지한다.> 

Excellent on all kinds of small machinery, automotive parts, tools, etc.<정밀부품, 자동차 부품, 공구등에 훌륭한 

윤활성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