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free vavle protect lubricant. 

 (무연밸브 보호 첨가제)  
 

 

  •  Gives engines the protection of leaded gasoline - without the use of lead!  
    배기밸브를 윤활하도록 도움을 주며 납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마모방지 역할을 

수행한다. 

    • Safe for use in vehicles equipped with catalytic converters.  
    촉매변환장치를 갖춘 차량에 사용해도 안전하다. 

  • Organic in nature-absolutely environmentally friendly.  

    천연상태의 유기물로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991 lead-free valve protect ant is quality engineered to protect engines against premature damage and 

breakdown due to the use of low-lead or unleaded gasoline (petrol).오메가 991 은 저연이나 무연가솔린의 

사용으로 인한 엔진의 급속한 손상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 Omega 991 Gives engines the protection of leaded gasoline - without the use of lead!  

오메가 991 은 배기밸브를 윤활하는 역할을 하며 납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마모방지 역할을 수행한다. 

• Omega 991 is safe for use in vehicles equipped with catalytic converters. 

오메가 991 은 촉매변환장치와 같은 배기 통제장치를 갖춘 차량에 사용해도 안전하다. 

• Omega 991 is organic in nature-absolutely environmentally friendly.  

오메가 991 은 천연상태의 유기물로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 성 

Omega 991 lead-free valve protect ant that: 오메가 991 은 무연밸브보호제로서 특성은 아래와 같다.  

• Can be used effectively in both carburetor or fuel-injected vehicles.  

기화기나 연료분사 차량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Contains no dangerous chemicals harmful to engine parts, including electronic sensors and devices.  

엔진센서장치를 포함하여 엔진부위에 유해한 어떠한 화학물질도 함유하고 있지 않다. 

• Reduces carburetor deposits - cleans the fuel system as well.  

기화기 침전물을 감소시킴과 더불어 연료시스템을 세정 시킨다. 

• Reduces intake valve and port deposits. 흡입 밸브나 배 기구의 침전물을 감소시킨다. 

   

Use For: 용 도 

Omega 991 is formulated to provide vehicles using low-lead or unleaded fuel with the same exhaust valve 

lubrication and protection normally found in leaded gasoline. Also suitable for use with extremely low sulfur 

diesel fuels.  

오메가 991 은 납이 첨가된 가솔린의 배기밸브 윤활이나 뛰어난 엔진보호 특성을 저연이나 무연을 사용하는 차량에도 

그 특징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서 아주 저 유황을 사용하는 차량에도 적합하다.   

Omega 991 is completely free of lead, but due to its innovative organic chemistry, provides fully the protection of 



leaded gasoline to treated engines.  

오메가 991 은 완전히 무연으로서 혁신적인 유기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납이 첨가된 가솔린과 똑같은 뛰어난 엔진보호 

특성을 발휘한다.  

Use Omega 991 as a supplement to low-lead and unleaded gasoline.  

오메가 991 을 무연가솔린에 첨가하여 사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