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얼룩을 지우고고객
의 신뢰를 얻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세요

    Wilson 제품은 그 가치가 더 높습니다 
저성능 제품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Wilson의
 고성능 고가치 얼룩 제거제를 사용하여 
의류의 얼룩을 완벽히 제거하고 완전무결한 명성을 획득하십시오. 

A. 유성 얼룩 제거제 주요 얼룩 제거제

주요 얼룩 제거제 특수 얼룩 제거제

B.

C. D.

• TarGo® Dry - Perc과 함께 사용
• TarGo® EF - Hydrocarbon,

GreenEarth, K4 또는 Perc과 함께 사용
• Laundry TarGo® - Laundry 또는

Wetcleaning과 함께 사용

• EasyGo® -HC, K4 또는 Perc과 함께 사용
• “G”Go® - use with GreenEarth,

Hydrocarbon, K4 또는 Perc과 함께 사용
• RiteGo® - Laundry또는 Wetcleaning와 함께 사용

• SpotsGo® -  Perc 또는 Laundry와 함께 사용

1. InkGo® -잉크 제거제

2. RustGo® - 녹 제거제

3. QwikGo® - 단백질 얼룩 제거제

4. BonGo® - 음료수/탄닌 제거제

5. SoGo® “1” -  효소 활성 소화제

1. YellowGo® - 염료 제거제

2. PermaGo® - 잔여 얼룩 제거제

3. DroGo® “B” -탈색 및 안티 염화물 감소

4. DroGo® Kit - 밝기/흰색 복원제

5. SoGo® 재생시스템–리넨 재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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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추천 제품

C1  or  A

C1

D5  or  D3  or  D2

C4  or  C5  or  B

C3  or  C5

D3

C3  or  C5  or  B

D1

C4  or  C5  or  B

B  or  A

A  or  C1

A  or  C1

D1  or  D2

C3  or  C5  or  B

A

C3  or  C5  or  B

C3  or  C5  or  B

C4  or  C5  or  B

C5  or  A

A  or  B

B  or  A

C3  or  C5  or  B

C1  or  A

D3  or  D2

C3  or  C5  or  B

A

C4  or  B

A  or  B

A  or  B

A  or  C3

D5  or  D2

C3  or  C5

D5  or  D2

A  or  C1

A  or  C1

A  or  B

A  or  B

D4

A  or  C1  or  D2

A

B  or  A

A  or  C5

C4  or  C5  or  C1

D1  or  D2

D4

C2

A

B

A

A  or  C1

C5

A  or  B

C4  or  C5  or  B

A

C4  or  C5  or  B

C3  or  C5

C3  or  C5  or  B

B

A  or  C1
B  or  A  or  C5

then   D4

C4  or  C5  or  C1

Become a

Visit ALWilson.com
For Expanded

Spotting Advice

A. L. Wilson
 Quick Reference

Guide

고객이 얼룩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Wilson 얼룩 제거제는 까다로운 
얼룩도 더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
고 섬유와 환경에도 더욱 안전합니다. Wilson 얼룩 제거제를 사용하
여 재구매 고객을 확보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세요. 



제품 별 지침과 주의 사항은 ALWilson.com을 방문하고, 관련 제품 라벨을 읽거나 A. L. Wilson에게 전화하십시오. 
얼룩 제거 및 때 제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요령은 ALWilson.com의 Stain Wizard를 방문하거나 800-526-1188 
또는 201-997-3300번으로 Wilson 핫라인에 문의하십시오.

Wilson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관련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읽으십시오. 항상 적절한 개인 안전 장비와 엔지니어링 제어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Wilson 얼룩 제거제는 대부분의 색상 및 섬유에 안전합니다. 민감한 색상 또는 섬유의 경우에는 사용 전에 보이지 않
는 솔기에 제품을 시험하십시오. 

안내 동영상은 ALWilson.com/video를 참조하십시오. 곧 더 많은 동영상이 추가됩니다. 

YellowGo 지침
YellowGo 안내 동영상은 ALWilson.com/video를 참조하십시오.
 
YellowGo 용액이 뜨거울수록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흰 섬유에는 뜨거운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색깔 있는 섬유에는 용액을 더 차갑
게 사용하여 원래 색깔을 보호하십시오.

세탁기 사용 시: 빨래를 깨끗이 헹구십시오. 뜨거운 물을 약간 채우고 물 1갤론당 1 ~ 2 온스의 YellowGo를 추가하십시오. 원치 않는 염료가 사
라질 때까지 세탁하십시오. 깨끗이 헹구십시오.
  

담그기: 따뜻한 물로 섬유를 헹구십시오.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용액을 충분히 넣어(따뜻한 물 1갤론당 1 ~ 2 온스의 YellowGo) 섬유가 자유
자재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원치 않은 염료가 사라질 때까지 YellowGo 용액에 섬유를 담그되, 가끔씩 저어 주십시오. 물로 깨끗이 헹구십시오.

스파팅 보드 사용 시: YellowGo과 차가운 물을 1:20의 비율로 깨끗한 스파팅 병에 혼합하십시오. 찬물로 얼룩진 부분을 씻어 내십시오. 
YellowGo 용액을 얼룩진 부분에 묻혀 원치 않는 염료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물로 깨끗이 헹구십시오.

색깔 있는 섬유에 YellowGo 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솔기에 시험하여 색깔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차가운 
YellowGo 용액은 일반적으로 변색 없이 원치 않는 염료를 제거합니다. 원래 색깔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시 헹구고 원래 색깔이 돌아올 
때까지 암모니아 희석 용액에 담그십시오.

YellowGo를 울, 실크 또는 합성 섬유에 사용하는 경우 연녹색으로 변할 때까지 RustGo를 YellowGo 용액에 충분히 추가하십시오. 

잉크 로드 지침 
잉크 로드 절차 및 제품 권장 사항은 사용하는 세탁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퍼크용 잉크 로드와 세탁용 잉크 로드의 접근법은 다릅니
다. 세탁 방법 별 잉크 로드 권장 사항은 ALWilson.com의 Stain Wizard를 방문하거나 800-526-1188 또는 201-997-3300번으로 
Wilson 핫라인에 문의하십시오. 

많은 Wilson 제품이 세탁기에서 잘 씻겨 제거되지만 잉크는 일반적으로 스파팅 보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InkGo는 보드에서 
잉크를 제거할 때 가장 처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얼룩에 직접 사용한 후, 얼룩이 흐려질 때까지 철저히 작업하고, 습식 증기로 세척한 후, 
드라이클리닝인 경우 에어 건으로 건조하십시오. 일부 잉크의 경우 Laundry TarGo를 얼룩 위의 InkGo에 바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
다. 다시 한 번 스파팅 보드에서 깨끗이 세척 후   
드라이크리닝의 경우 에어 건으로 건조하십시오.
  
잉크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잉크 제거제라 하더라도 잉크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Wilson 제품 한 가지로 효과가 없
다면 바로 다른 Wilson 제품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SoGo “1” 지침  
스파팅 보드 사용 시  깨끗한 스파팅 보드에서 SoGo “1” 한 스푼을 따뜻한 물 4 온스(100 – 120ºF)와 혼합하십시오. 이 용액으로 얼룩을 완벽
히 적시고, 최소 15분 기다린 후, 습식 증기로 세척하십시오. 얼룩 흔적이 남은 경우 QwikGo로 마무리하십시오.

담그기 깨끗한 플라스틱 통에 따뜻한 물 3 갤론(100 – 120ºF)과 SoGo “1” 1 온스를 혼합하십시오. 얼룩진 의류를 담그고, 30분 동안 기다리며 
가끔씩 저어주십시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완료 시 다시 세탁하십시오.

세탁기 사용 시 상단 적재형 세탁기의 경우 따뜻한 물(100 – 120ºF)과 SoGo “1” 약 4 온스를 혼합하십시오. 5분간 작동 후 30분 동안 담근 상
태로 두십시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완료 시 다시 세탁하십시오. 전면 적재형 세탁기의 경우 정격 용량 100파운드당 따뜻한 물(100 
– 120ºF)과 SoGo “1” 약 8온스를 혼합하십시오. 30분간 작동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깔끔히 세척하거나 완료 시 다시 세탁하십시오. 다른 세탁
기의 경우 저희에게 전화하거나 리넨 복원 지침에 대해서는 SoGo 복원 시스템 제품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Visit ALWilson.com 
For Product-Specific  

Directions and Precautions
800-526-1188 201-997-3300

A.L. Wilson Chemical Co.  Kearny, NJ 

Wilson 얼룩 제거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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