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깨끗하게 보다 안전하게

순간의 실수로 얼룩진
마음,

3종으로 해결한다 
오시는 길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로 127
Tel. +82 044-866-2611

www.finetnc.co.kr

화인  -  프로틴

화인  -  펜크리어 화인  -  탄닌

혈흔,
우유와 초콜릿,
마요네즈

볼펜, 유성매직
립스틱 류

썬크림, 파운데이션
화장품

아메리카노, 라떼, 
빙수

탄산, 와인, 쥬스

친환경 �세제 �에코칩
블루 �미니파우치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세탁
세제로 �캠핑 , �여행시 �휴대가 �가능
하며 �소량빨래에 �간편하게 �사용

의류용�얼룩제거제�3종�세트



# 피부에 유해한 형광증백제, 인산
염, 표백제 무첨가

#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나 유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섬유유연제 없이도 부드럽고 향기
롭게 섬유를 케어합니다.

# 최적의 세정기능을 위한 활성제
조합으로 세정력은 뛰어나고 물빠짐

없이 선명하게 세탁 가능.

# 뛰어난 세척력, 형광증백제, 표뱅
제 성분이 없는 중성세제로 꿉꿉한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는 중성 물세

탁 주세제
# 섬유의 손상과 변형을 방지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적은 세제
# 재오염, 역오염 없는 깨끗함

# 찬물에서도 찌든때를 말끔히 제
거. 거품이 적어 헹굼이 용이합니다.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입니다. 세제성분의 용해성이 뛰어나
세제 잔류물이 거의 남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없이 순합니다.

더러움은 씻어내고 청량감만 남기는

에코칩 블루

 에코칩 클라

#에코칩블루: 드럼전용
#에코칩클라: 드럼/일반 겸용

프리미엄 중성세제 블루칩

화인 TNC만의 특별한 기술로 더 부
드럽고 더 산뜻하게!

#블루침: 드럼/일반 겸용

팡팡

얼룩제거용 티슈

산뜻한 촉감과 향기만 남기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생활 얼룩제거제

비비지 말고 손쉽게 팡!팡!

1L/2L 1L/2L

구성품:
얼룩제거티슈 4매 + 알코올솜 4매

# 소독과 살균이 가능한 알코올솜
동봉 

(손 및 의류에 묻은 세제 후처리용으로 사용)

# 얼룩제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미팅 혹은 외출
시 얼룩을 즉시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CLEANER & SAFER

STAIN by any
mistake,

Solve with remover
set MAP

Contact us
127, Myeonghaksandan-ro,

 Yeondong-mye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Tel. +82 044-866-2611
www.finetnc.co.kr

FINE  -  PROTAIN

FINE  -  PEN FINE  -  TANNIN

Blood
 sweats, milk

chocolate

Pen, ink 
cosmetics 

dyes

Coffee
fruit juice

 grass stain

ECOCH IP �BLUE
FOR �K ID

E c o l a b e l � c e r t i f i e d � l a u n d r y
d e t e r g e n t .

A l s o � p o r t a b l e � f o r � c am p i n g
o r � t r a v e l

Fabric�Stain�remover�set



# Any fluorescence dyes,
phosphates, or bleach, harmful to

the skin, are not added.
#  Can be used to the child, or

person with sensitive skin.
# Make clothes smoother and

fresher even without fabric
softener.

# Maximize the cleaning power
without any color loss

#  Prevent damage or shrink to the
fabric.

# Neutral detergent providing
clean wash result with prevention

of re-soiling.
# Provide 100% performance even

with cold water.

Product that lower the gener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The product barely leaves remaining
due to its high fusibility.

Wash dirt out, Let fresh breeze blows

Ecochip-Blue

Ecochip-Klar

#Echochip-Blue: For Front-loader
#Ecochip-Klar: For Front&Top loader

Premium Neutral

Detergent Bluechip

Smoother and Fresher with 
Special technology of FINE TNC

# Bluechip: For Front&Top
loader

PANG! PANG! 

Stain Remover Wipes

Leave fresh touch and fragrance

Stain removing wipes
Easy to use, Easy to carry

Don't rub, remember PANG! PANG!

1L/2L 1L/2L

1 box contains 
4 stain removing wipes + 4 alcohol pad

# Packed with alcohol pad, which
helps with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 The most important part of

stain removing is time.
# Easy to use for important

meetings or outdoor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