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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Product specifications

품번: P-WCSTP20

취급설명서 스마트폰　태블릿 전용
초속건 물티슈한국어

용도

기본 사양

Screen wipes completely clear

Ultra-fast drying wet tissues

Cleaning smartphones and tablet PCs
* These wet tissues are fast-dry type. We use an easier 

drying liquid formulation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wet tissues. Even when dried, they can still be used as 
dry screen cleaning tissues.

* Not suitable for use with PC monitors, liquid 
crystal displays or TV screens. (Surface 
coatings may peel off.)

닦은 자국이 남지 않아 깨끗한 화면

초속건 물티슈

스마트폰, 태블릿 화면 청소에
※이 물티슈는 속건 타입입니다. 기존 물티슈보다 마르기 쉬운 

액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 버려도 드라이 티슈 용도로 
화면 클리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모니터, 액정, TV 화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표면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5 times faster drying speed.
* Compared to our own company product 

This product
Conventional
product

5배의�속건력!
※당사�대비 

본�제품기존�제품

This product
Conventional
product 본�제품기존�제품

Fast cleaning.
Designed to dry quickly after use, these ultra fast-drying 
cleaners remove skin oils and fingerprints with a quick 
wipe

Faster drying.
New liquid formula suitable for smartphones and tablet 
PCs. Quickly achieves a beautiful screen with no liquid 
residue.

Ultra-fine fiber non-woven fabric.
Acrylic fibers are split by high pressure water flow to realize 
the ultra-fine fibers. The ultra-fine fibers develop with 
polygonal cross sections which further improves the 
scouring action on dirt. Dirt wiped from the screen is 
adsorbed onto the middle layers of the non-woven fabric 
due to the capillary action of the fibers, thereby leaving no 
wipe marks behind. Even when the liquid has dried, you can 
use them simply as dry screen cleaning tissues.

Magnified electron microscope image (500 times)Magnified electron microscope image (500 times)

빠르고�깨끗하게!
클리닝�후의�속건성을�추구하여�피지나�지문�등을�한�번�싹 
닦으면�쉽게�제거할�수�있는�초속건�클리너입니다

속건력이�파워 UP!
스마트폰ㆍ태블릿에�적합한�신처방�약액을�사용. 액이�남지 
않아�빠르게�깨끗한�화면을�손에�넣을�수�있습니다. 

초극세�섬유�부직포!
아크릴�섬유를�고압�수류로�분할하여�극세�섬유를�실현. 초극세 
다각�단면의�섬유로�되어�이물질�제거�성능을�한층�더 
향상시킵니다. 닦아�낸�이물질�등은�섬유의�모세관�현상에�의해 
부직포의�중간층에�흡착되므로�닦은�자국이�남지�않습니다. 
액이�말라�버려도�그대로�드라이�티슈로�사용할�수�있습니다.

전자�현미경�확대�사진(500배)전자�현미경�확대�사진(500배)

Individually packed type 
convenient for carrying

휴대하기�편리한�낱개 
포장�타입

Main constituents

Material

Dimensions 140×100 mm

Sheet number 20 packs included

Ultra-�ne acrylic �ber non-woven fabric

Puri�ed water, ethanol (alcohol)

주성분 정제수 , 에탄올 ( 알코올 )

재질 초극세 아크릴 섬유 부직포

치수 140 × 100 mm

매수 20 포입



 Item name / 품목 : Common household chemical 
product(Cleaners)

일반화학제품 ( 세정제 ) 

 Model category / 종류 : Other(For OA devices), Tissue type 기타 (Other/For OA device) 티슈형 
(Tissue type)

 Model name / 모델명 : P-WCSTP20 P-WCSTP20

 Produced country / 생산국명 : Japan 일본
 Maker name / 생산회사명 : ELECOM CO., LTD. ELECOM CO., LTD.

 Importer / 수입회사명 및 주소 : ELECOM Korea Co., Ltd.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02-3472-9515 02-3472-9515

60, Nambusunhwan-ro 347-gli, Seocho-gu, 
Seoul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 길 
60, 돔빌딩 5 층

 Ingredients / 성분 : Water 정제수
Ethanol 에탄올 에탄올

 Weight, volume / 중량 또는 용량 : 20 sheets 20 매

Precautions for use
These wet tissues are fast-dry type. We use an easier 
drying liquid formulation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wet tissues. Once opened, aim to use contents soon as 
they may dry out.
After pulling out the wet tissue, wipe clean any dirty areas 
before it can dry out. Even if the wet tissue dries out, its 
ultra-fine fibers still allow you to wipe dirt from the screen.
Do not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This product is designed specifically for cleaning smartphone 
and tablet PC screens and should not be used on the human 
body, such as on the hands or the face.
Small children or persons hypersensitive to alcohol should 
refrain from use. Wash hands after use.
Be sure to turn the device power off prior to use for safety 
purposes. Also, do not use on electrified or current-carrying 
parts.
Check your device instruction manual for instructions on its 
care.
Do not use, store or discard near sources of fire.
If hard particles, such as dirt, are present on the screen or on 
the non-woven fabric when wiping, there is a risk of damage 
to the screen, so be sure to remove them first.

There is a risk that surface treatment coatings may peel 
off, so try out use beforehand on an unobtrusive place 
when there is a protective film on the screen.
Take care not to apply excessive force when wiping the 
screen. If special surface coatings become fragile due to 
aging or other processes, the screen may be damaged or 
the coating may peel off.
Do not leave or store in direct sunlight, in places which reach 
high temperatures or within easy reach of small children.
As this product will not dissolve in water, it should not be 
flushed down the toilet or into other drains, but should be 
discarded according to the methods specified by the local 
authorities for fibrous waste.
Stop use if the product has degraded.
Our company cannot in any way bear responsibility for 
failure or damage caused to your device.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for 
purposes of product improvement or similar. We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In the unlikely event any quality flaws occur as a resul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we will provide a replacement 
product. We can accept no responsibility in cases other than 
this.

사용 시 주의 사항
이 물티슈는 속건 타입입니다. 기존 물티슈보다 마르기 쉬운 
액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개봉하면 내용물이 마를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해 주십시오.
꺼낸 물티슈는 마르기 전에 이물질이 묻은 곳을 닦아 주십시오. 
물티슈가 건조되어도 극세 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면의 
이물질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스마트폰ㆍ태블릿 화면 전용 클리너이므로 손이나 
얼굴 등 인체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코올 과민증이 있는 분이나 영유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에는 손을 씻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본체의 전원을 끈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통전부 등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기기의 취급 설명서에서 손질 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화기 근처에서는 사용ㆍ보관ㆍ폐기하지 마십시오.
부직포나 화면에 딱딱한 이물질 등이 묻은 상태에서 닦으면 
화면이 손상될 있으므로 먼저 제거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표면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보호 필름을 붙인 화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서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화면을 닦을 때는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경년 
변화 등으로 인해 표면의 특수 코팅이 취약해져 있는 경우, 
화면이 손상되거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유아의 손이 닿는 곳, 햇빛이 닿는 곳이나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장소에는 방치ㆍ보관하지 마십시오.
물에 녹지 않으므로 화장실 등 배수구에는 버리지 말고, 섬유 
쓰레기로 각 자치 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버려 주십시오.
제품이 열화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사용하는 기기의 원인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개량 등을 위해 사양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조상의 원인에 의한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과 교환해 드립니다. 그 이외의 책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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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LE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

A customer who purchases outside Japan should contact the local retailer in the country of purchase for enquiries. In “ELECOM CO., 
LTD. (Japan)” , no customer support is available for enquiries about purchases or usage in/from any countries other than Japan. Also, 
no foreign language other than Japanese is available. Replacements will be made under stipulation of the Elecom warranty, but are 
not available from outside of Japan.
일본 외 구매 고객들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구매 국가의 대리점에 연락 하십시오.
“ELECOM CO., LTD. (Japan)”은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응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어 외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환은 엘레컴보증서의 명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nspection item

· In order to make improvements to this product, the design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All company names, product names and standard names displayed on this product’s packaging are, in general,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companies and groups.

・본�제품의�사양�및�외관은�제품의�개량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본�설명서에�기재되어�있는�기타�회사명・제품명�등은�일반적으로�각�회사의�상표�또는�등록상표입니다.

ELECOM CO., LTD.
www.elecom.co.jp/global/

ELECOM Korea Co., Ltd.
5F Suam Bldg. 1358-17, Seocho2-dong, Seocho-gu, Seoul 137-862, Korea  
TEL : +82 (0) 2 - 1588 - 9514 
FAX : +82 (0) 2 - 3472 - 5533
www.elecom.co.kr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의한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에�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G-A01B-R00090003-A170

자가검사번호는�이�제품이�일반화학제품(세정제) 안전기준에�적합하였음을�의미하며, 타�용도와는�무관합니다.
MSC-P-WCSTP20_ver.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