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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얼룩 제거용으로 만들어진 PYRATEX®LV는 페인트, 오일 및 그리스 얼룩
(POG)은 물론 립스틱과 화정품 얼룩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드라이-사이드 얼룩에 효과적인 새로운 포뮬러의  PYRATEX LV는 펄클
로에틸렌(펄크), 고발화점 하이드로카본(HFHC), 재래식 석유, 웨트클리닝 또
는 론드리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 클리닝 전 따로 수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처리하실 때 또는 GreenEarth® (D5) 등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실 경우, 스팀, 
물 또는 다른 수세 용액으로 수세하시면 됩니다.

PYRATEX LV는 힘든 얼룩 제거를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얼룩 
물질을 윤활하고 들어낸 후 떨어진 때가 다시 직물에 달라 붙지 못하도록 격리
시키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PYRATEX LV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랍 65 하에 규제되는 성분
도 들어있지 않고, 캘리포니아 2013 VOC 규정도 만족시킵니다.

• 힘든 오일 & 왁스 계통 얼룩도 문제없는 탁월한 POG
PYRATEX LV는 아무리 심한 드라이-사이드 얼룩이라도 신속하게 침투해 분해
할 뿐 아니라 직물에 다시 달라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 펄크, 하이드로카본, 웨트클리닝 & 론드리에서 따로 수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POG들은 스팟팅 작업 후 해야 하는 수세 작업 때문에 시간 낭비가 
큽니다. PYRATEX LV는 펄크, HFHC, 재래식 석유, 웨트클리닝 및 론드리 시스
템에서 따로 수세하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PYRATEX LV는 직물에 묻어있는 그
대로 세탁을 해도 괜찮은 안전한 POG입니다.

• GreenEarth® (D5)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YRATEX LV는 GreenSPOT™,, 물, 스팀으로 쉽게 수세됩니다.

• 다른 솔벤트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YRATEX LV 는 물 또는 스팀으로 쉽게 수세됩니다.

• 후처리 작업 후 쉽게 수세됩니다.
PYRATEX LV는물, 스팀, PICRIN® 그리고 다른 수세용제를 사용해 스팟팅 보드에
서 쉽게 수세할 수 있습니다.

• 거의 냄새가 없는 포뮬러
많은 유성 타입 페인트 제거제(OTPR)와 POG는 냄새가 강합니다. PYRATEX 
LV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제됐습니다.

• 컬러에 안전한 포뮬러
PYRATEX LV는 강력한 성능과 함께 직물 염색에도 젠틀합니다.

• 발화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PYRATEX LV는 발화점이 높은 포뮬러를 사용해 고발화점 하이드로카본 솔벤트 
시스템에서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For the Tough Stains™

PYRATEX LV는 
힘든 드라이-사이드 
얼룩들을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유성 드라이-사이드 얼룩 제거제

All ingredients are biodegradable. Contains no Proposition 65 listed ingredients or 
halogenated compounds. Designed to comply with California 2013 VO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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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팟팅
1. PYRATEX LV를 얼룩 부위에 바른다.

2. 얼룩이 완전히 풀어지거나 제거될 때까지 주걱으로 살살 문지르거나 스팟팅 브러쉬
로 부드럽게 두드려준다. 만일 얼룩이 옆으로 번지면 얼룩 아래로 깨끗한 타월을 대
고 작업한다. 더 이상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PYRATEX LV로 수세한다.

3. 평소대로 드라이클린, 웨트클린 또는 론드리한다. 펄크, 하이드로카본, 웨트클리닝 
또는 론드리 할 때는 작업 후 수세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 GreenEarth® (D5) 솔벤트에서 사용할 경우,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전에 PYRATEX LV 
를 반드시 GreenSPOT™, 스팀 또는 물로 수세해야 한다. 

다른 솔벤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 드라이클리닝 하기 전에 PYRATEX LV를 반드시 깨끗
하게 수세해야 한다.

포스트-스팟팅
1. PYRATEX LV를 얼룩 부위에 바른다.

2. 얼룩이 완전히 풀어지거나 제거될 때까지 주걱으로 살살 문지르거나 스팟팅 브러쉬
로 부드럽게 두드려준다. 만일 얼룩이 옆으로 번지면 얼룩 아래로 깨끗한 타월을 대
고 작업한다. 더 이상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PYRATEX LV로 수세한다.

3. 스팟팅 보드의 배큠을 사용하면서 스팀 또는 물을 이요해 작업부위를 수세한다.  

4. 에어 건으로 말린다.

립스틱 또는 잉크 로드 처리방법
펄크 또는 하이드로카본 솔벤트 시스템 오운리

세탁통 안에 있는 솔벤트 5 갤런 당 PYRATEX LV 1 쿼트를 첨가한 후, 필터 없이 로우 레
벌로 뱃치 싸이클을 시행한다.  

1. 펄크에서 20분 또는 하이드로카본 솔벤트에서 30분간 클린한다. .

2. 배수한 후 증류기로 내려보낸다.

3. 평소대로 드라이클린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립스틱 또는 잉크 얼룩이 제거된다. 아직도 남아있는 얼룩은 스
팟팅 보드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PYRATEX LV 주문방법
PYRATEX LV는 전국의 스트릿 공인 딜러를 통해 판매됩니다. PYRATEX LV는 지역 배급업
체에서 1 갤런 용기 또는 4개입 케이스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배급업체로부터 특별하게 레이블이 부착된 스팟팅 용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케미컬 제품은 사용하시기 전에, 안전한 취급과 폐기를 위해 제품 안전 데이터 쉬
트(MSDS)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셔널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및 론드리 전용입니다.

PYRATEX®LV 사용방법

PYRATEX LV로 
아래와 같이 빼기 
힘든 드라이-사이드 
얼룩을 제거하세요:

유성 페인트  
심한 오일 & 그리스  
네일 팔리쉬  
타자 교정액  
구두약 
마스카라 
크레파스 
립스틱 
잉크 
타르 
래커

PYRATEX LV
는 대부분의 직물과 
염색에 안전합니다. 
만일 탈색이 우려될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 테스트해보세요.

Advancing the Technology of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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