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shTEX는 화재로 깊이 밴 연기 냄새 또는 머신 주기가 끝난 후 
곰팡이 냄새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다른 옷들까지도 
신선하고 청결한 냄새가 나게 합니다.  FreshTEX는 세탁에서 
중요하지만 흔히들 무시하는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
간의 중요한 감각인 후각입니다.  FreshTEX는 신선한 냄새와 
은은한 향기를 세탁물에 더해 주어 전문 세탁 서비스로서 품위를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옷들이 깨끗하게 보일 뿐 아니라 
냄새도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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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와 그밖에 다른 냄새 제거에 

가장 신선한 향이 나는 옷과 옷감™ 

FreshTEX ™

•  화재 복구.  연기 냄새는 
    처리하기 가장 까다로운 
    냄새입니다.  많은 세탁소들은 
   시간과 공을 드려 오존 
    기술이나 특수 세탁으로 이 
    까다로운 냄새를 제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FreshTEX를 
    사용하면 오존이나 물세탁을 
    해야 없어지는 연기 냄새를 
    드라이클리닝만으로 
    제거합니다. 

•  세균성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  세균성 냄새는 세탁 
    중에 솔벤트에서 천에 
    달라붙습니다.  FreshTEX는 
    세균성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지시대로 
    사용하면 세균성 냄새를 
    없앨 뿐 아니라 옷에서 신선한 

향까지 납니다.

•  곰팡이 머신 냄새를 제거.  현대 
드라이클리닝 기계들은 건조 

    과정 중에 신선한 공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건조기 도어가 
    열려있어도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휠이나 재생 챔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건조된 
    옷들에서도 그다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FreshTEX를 사용하면 옷에서 
    신선한 냄새가 납니다.  

•  다용도적.    FreshTEX는 
퍼크는 물론 석유, 

    탄화수소 솔벤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세탁에 사용해도 

됩니다.  물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병 안에 물과 
    함께 섞어서 카펫이나 
    커튼에 직접 뿌리면 냄새 

제거 약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간편한 사용법. 
FreshTEX는 차지 

    시스템에서나 또는 각 
    로드마다 첨가제를 넣던 

관계없이 거의 모든 세탁 
과정에서 더 신선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  호환성.  FreshTEX는 
    세제의 효과나 패브릭 
    피니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터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손님들도 알게 된다. 
FreshTEX을 사용하면 

    신선한 향이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옷이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것을 

손님들도 알게 됩니다.



FreshTEX    사용방법™

# 1847

©2006
FreshTEX는 
R.R. Street & Co. Inc.
Naperville, IL 60563
의 등록상표입니다

R.R. Street & Co. Inc.
(800) 4-STREET 또는
(630) 416-4244

www.4streets.com

화학물을 사용하기 전에 
물질안전자료(MSDS)를 
참조하여 취급방법과 적절한 
폐기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전문 세탁업소용.

FreshTEX는 공인 Street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유통되며 
6갤런 케이스 또는 1갤런 통으로 
공급됩니다.

FreshTEX 주문 
방법  

퍼크, 석유 또는 플래시 탄화
수소 솔벤트에서

연기 냄새 제거.  10파운드 
로드당 1온스 비율로 최종 
클리닝 또는 린스 단계에서 
첨가하십시오.

은은한 향이 나게 하고 
세균성 또는 곰팡이 
냄새를 제거하려면.  
10파운드 로드당 1/4 
온스(1캡) 비율로 최종 클리
닝 또는 린스 단계에서 첨가
하십시오. 농도를 조절하면 
옷에서 나는 향의 효과가 달
라집니다. 따라서, 개인 취향
에 따라 농도를 얼마든지 조
절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로 사용할 때
(커튼/가구/카펫)  

FreshTEX와 물을 1대 8 비율로 
섞어서 스프레이 병이나 탱크에 
넣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에 
물에 반응하는 천이나 염료에 
먼저 시험을 해보십시오.     

물세탁에서 모든 냄새 제거  

10파운드 로드당 1/4온스 (1캡) 의 
FreshTEX를 최종 린스 단계에서 
첨가하십시오.

첨가하는 방법  

FreshTEX를 버튼 트랩이 휠 안에 
직접 첨가해도 되고, 제품 첨가 
펌프를 이용하여 펌프해서 
첨가해도 되고 또는 제품 첨가 호
퍼에 첨가해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할 
때, FreshTEX를 솔벤트나 물의 
마지막 배스 (bath) 과정 때 
첨가하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