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WER JET” FUEL INJECTOR CLEANER. 

 (파워젯 연료 분사제) 

 
 

* Rapidly cleans injector nozzles to give you "as new" power  

and acceleration.  새로운 출력과 가속현상이 발생되도록 빠르게  

분사노즐을 세정시킨다  

* Super "Power Jet" action dislodges all contaminants  

throughout combustion chain. 초고성의 파워젯은 연소체인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시킨다. 

* Effective in both gasoline and diesel engines.  

가솔린, 디젤엔진 모두에 효과적이다. 

 

 

 

Special Features: 특 징 

Omega 992 "POWER JET" FUEL INJECTOR CLEANER is the fuel injection booster that is added to both gasoline 

(petrol) and diesel-powered vehicles through the fuel tank at fill-up. 오메가 992 파워젯 연료분사 세정첨가제는 

가솔린이나 디젤출력차량에 첨가하는 연료분사 향상 첨가제입니다. 
Omega 992 rapidly cleans injector nozzles to give you "as new" power and acceleration 
오메가 992 는 새로운 출력과 가속현상이 발생되도록 빠르게 분사노즐을 세정시킨다. 
Omega 992 features a super "Power Jet" action that quickly dislodges contaminants throughout combustion 

chain to be burnt and ejected through the exhaust. 오메가 992 은 배기밸브를 통하여 탄화되어 배출된 연소체인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시킨다. 

Omega 992 is effective on both gasoline and diesel engines. 오메가 992 는 가솔린, 디젤엔진 모두에 적합하다. 

 

 

Outstanding Properties: 특성 

Omega 992 "POWER JET" FUEL INJECTOR CLEANER that: 오메가 992 파워젯 연료세정 첨가제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Helps control vapor lock (water in the fuel system) to prevent hard-starting, rough idle and sluggish throttle  

response.  증기폐색, 시동의 곤란성, 거친 공회전, 스로톨의 느린 반응성을 방지한다. 

Contains special oxidation inhibitors to protect fuel tank, line, pump and injector from rust and acid attack. 

연료탱크, 라인, 펌프, 인젝터를 녹이나 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다. 

Is simple to use-easy to apply to fuel tank at fill-up. 사용하기 쉽다. 연료탱크에 주입하면 된다. 

Features a concentrated formula for great economy to use. 농축액이어서 사용하기에 아주 경제적이다. 

 

 

Use For: 용도 

Omega 992 introduced through the fuel tank (for both gasoline and diesel engines), Omega 992 "Power Jet" 

mixes readily with the fuel to be injected, and flushes clean the pintle tips and dislodges any gum and coke 

deposits rapidly. Original fuel injector cleanliness is restored rapidly and the optimum vaporization pattern is 

maintained. These actions provide precise metering and spray velocity. 오메가 992 는 연료탱크를 통하여 

주입되어진다. 주입된 오메가 992 는 연료와 빠르게 혼합되어 핀들팁을 깨끗하게 세정하며 어떠한 껌이나 코크 

침전물을 신속히 제거한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정확한 계량과 분무속도를 제공하게 된다. 

 



Omega 992-users will find that treated vehicles are easier to start and idle more steadily and offer both clean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Original smooth power delivery is restored. 오메가 992 사용자는 사용된 차량이 

꾸준하고 더 쉽게 시동이 걸리고 회전시키기가 쉽고 간결한 가속과 감속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부드러운 파워상태로 회복되어진다. 

 

Use Omega 992 on fuel-injected gasoline and diesel engines. 오메가 992 를 연료분사 가솔린 및 디젤엔진에 

사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