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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ORMULA
®

For the Tough Stains™The Versatile Combination™

웨트/드라이 복합 스팟터

얼룩은 수용성, 지용성 또는 둘 다 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룩의 특성을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아 어떤 얼룩 제거제를 써야할 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룩의 정체 파악이 힘들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2-1 FORMUL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양한 얼룩을 해결해주는 전천후 
스팟터입니다. 왜냐하면 2-1 FORMULA는 STREETEX® 와 PICRIN® 휘발성 드라이 
스팟터를 2 대 1로 혼합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얼룩에 오일이나 그리스가 
들어있다면 PICRIN이 제거합니다; 만일 얼룩에 수용성 때가 섞여있다면 STREETEX가 
해결합니다.  

• 다양한 얼룩을 제거합니다
2-1 FORMULA는 수용성 얼룩과 지용성 얼룩을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땀 얼룩처럼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얼룩 제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2-1 FORMULA는 덕분에 두 개 이상의 얼룩 제거제를 사용해야 할 일을 
한 번에 간단하게 끝내줍니다.  

• 깊이 박힌 얼룩에 효과적입니다
깊이 박힌 얼룩을 솔질로 제거할 때 2-1 FORMULA보다 더 효과적인 기성 제품은 
없습니다. 칼라, 커프, 헴라인 그리고 커텐 라이닝에 2-1 FORMULA를 사용하시면 
재작업의 번거러움이 사라집니다  

• 라텍스 페인트에 효과적입니다
재래식 유성 타잎 페인트 제거제들은 유성 페인트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라텍스 페인트 
제거에는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1 FORMULA를 사용하시면 다른 어떤 
제품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라텍스 페인트 얼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페인트, 오일 & 그리스 얼룩을 제거합니다
2-1 FORMULA는 가벼운 오일 및 그리스 얼룩에 효과적입니다. 페인트 얼룩은 종종 
유성인지 라텍스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2-1 FORMULA는 일부 유성 페인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스팟터들이 이를 페인트-오일-그리스 제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과 솔벤트에 녹습니다
2-1 FORMULA는 물과 기름에 다 녹기 때문에 국부적 얼룩에 스팟팅한 후 물과 
스팀으로 페더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크기가 크거나 넓게 퍼진 얼룩을 
스팟팅할 때 재세탁 포뮬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하게 표시된 스팟팅 용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따로 재지 않아도 스팟팅 용기에서 바로 2-1 FORMULA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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