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number: AVD-TVWCB10L/AVD-TVWCB20L
Manual

ENGLISH

Wet cleaning tissues

품번: AVD-TVWCB10L/AVD-TVWCB20L
취급설명서

한국어

웨트 클리닝 티슈

초대형 타입으로 대화면도 닦기 쉽다
먼지와 때를 확실히 닦아 내는 초극세 분할 섬유 사용

Extra large size convenient to clean large
surface
Ultra-fine split fiber with superb cleaning
effect
Non-alcohol type that is gentle on display
surface
Formulated to clean fingerprints as well

화면에 친화적인 무알코올 타입
지문 자국에도 확실하게 대응

말라도 드라이 티슈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닦은 자국이 잘 남지 않는다!

When dried, can be used as regular tissue
paper
Leaves no streaking or marks.

3층 구조로 먼지와 때를 긁어서 제거

Three-layer structure to scrape off dirt

Removes dirt on large screen
Wet cleaning tissues

Extra large
(40x30cm)

Scrape off dirt
Captured dirt particles
are not released back
to surface
Scrape off dirt

Cross-section of
ultra-fine fiber
non-woven fabric
(x500)

Ultra-fine fiber non-woven fabric
Ultra-fine acrylic and polyester fiber

Thick
type

Ultra-fine fiber non-woven fabric

AVD-TVWCB10L :Package of 10 sheets
AVD-TVWCB20L :Package of 20 sheets

Plasma TVs

Projection TVs

CRT TVs

Moth Eye ® panel
by Sharp

*Not suited for the screen for plasma TVs, projection TVs, CRT TVs and Moth Eye ® panel by Sharp.
(The coating on the surface might be damaged.)

How to use
Open from the place marked OPEN on the front
side label and pull out one sheet at a time.
Close the label properly after use to prevent the
contents from drying out.
Use them as quickly as possible after opening
the seal.

초 대형
40×30cm

먼지와 때를 긁어서 제거
먼지와 때를 가둔다

초극세 섬유
부직포의 단면
(500배)
먼지와 때를 긁어서 제거

초극세 섬유 부직포
극세 아크릴 섬유ㆍ폴리에스터 섬유
초극세 섬유 부직포

두꺼움

용도

Applications
Organic EL TVs

웨트 클리닝 티슈

AVD-TVWCB10L :10매입
AVD-TVWCB20L :20매입

Cleans dust and fingerprints on LCD TV and organic EL TV screen
LCD TVs

대화면의 먼지와 때를 강력하게 제거

Product Specifications
Primary component

Purified water, surfactant, antiseptic

Material

Ultra-fine acrylic fiber non-woven fabric

Size

Approximately 400mm x 300mm

Number of sheets

AVD-TVWCB10L - 10 sheets
AVD-TVWCB20L - 20 sheets

액정 TV 화면이나 유기 EL TV 화면의 먼지, 지문 자국에
액정 TV

유기 EL TV

플라즈마 TV

프로젝션 TV

브라운관 TV

샤프 모스 아이 Ⓡ
패널

※플라즈마 TV, 프로젝션 TV, 브라운관 TV, 샤프 모스 아이Ⓡ 패널 화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표면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표면 라벨의 OPEN부에서 열어 한 장씩 꺼내
사용해 주십시오.
내용물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후에는
라벨을 잘 닫아 주십시오.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 사양

주성분
재질
크기
매수

정제수 , 계면 활성제 , 방부제
초극세 아크릴 섬유 부직포
약 400mm × 300mm

AVD-TVWCB10L：10 매
AVD-TVWCB20L：20 매

Precautions for use
Do not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Produc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cleaner for TVs only. Do
not use to clean your hands, face, or any part of your body.
For safety purposes, turn off power when using on any
electrical appliances such as TVs. Also, do not use on
electrified or current-carrying parts.
Check your TV’s manual for instructions on its care.
Be careful not to press too hard when wiping your TV screen.
Surface coating may become brittle over time, which may
result in scratches or the coating peeling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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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any traces or materials remain after wiping, finish wiping
with a soft, dry cloth.
Wash hands thoroughly after using this product.

Do not leave or store in direct sunlight, in places which reach
high temperatures to prevent the product from drying out. To
prevent the contents from drying out, be sure to seal the label
after use.
As this product will not dissolve in water, do not flush it down
the toilet or into other drains. Discard it according to the
methods specified by the local authorities for fibrous waste.
Store in a cool, dark place away from direct sunlight or heat
sources.
Discontinue use if the product has deteriorated.
Keep out of reach of young children.
We bear no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 caused to your
device.
Please note that the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for purposes of product improvement o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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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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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category / 종류 : Other(For TV), Tissue type
Model name / 모델명 : AVD-TVWCB10L

Produced country / 생산국명 : Japan

Maker name / 생산회사명 : ELECO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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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학제품 ( 세정제 )

기타 (Others/ For TV) 티슈형 (Tissue)
AVD-TVWCB10L
일본

ELECOM CO., LTD.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02-3472-9515

60, Nambusunhwan-ro 347-gli, Seocho-gu,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 길
Seoul
60, 돔빌딩 5 층

Ingredients / 성분 : Purification water

TG-150 (Polyoxyethylene alkyl ether, Water
soluble solvent, Water)
Propylene glycol
Biosaido 850A
Methylparaben
Benzalkonium chloride
Propylparaben

Weight, volume / 중량 또는 용량 : 10 sheets

정화 물

TG-150 (Polyoxyethylene alkyl ether,
Water soluble solvent, Water)
프로필렌글리콜

Biosaido 850A
Methylparaben
염화 벤잘코늄
프로필파라벤
10 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의한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에�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G-A01B-R00090001-A180
자가검사번호는�이�제품이�일반화학제품(세정제) 안전기준에�적합하였음을�의미하며, 타�용도와는�무관합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TV용 클리너이므로 손이나 얼굴 등 인체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TV 등의 전기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원을 끄고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통전부 등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TV의 취급 설명서에서 손질 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TV 화면을 닦을 때는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경년 변화 등으로 인해 화면 표면의 코팅이 취약해져 있는 경우,
표면이 손상되거나 표면 처리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부직포나 화면에 딱딱한 이물질 등이 묻은 상태에서 닦으면 화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제거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닦은 자국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 등으로 잘
닦아 주십시오.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건조 방지를 위해 햇빛이 닿는 장소나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장소에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용 후에는 라벨을 잘 닫아
주십시오.
물에 녹지 않으므로 화장실 등 배수구에는 버리지 말고, 섬유
쓰레기로 각 자치 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버려 주십시오.
직사광선ㆍ화기를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제품이 열화되었으면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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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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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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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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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컴 보증서의 명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et cleaning tissues
Manual, Safety precaution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st edition, March 8, 2019
©2019 ELE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

MSC-AVD-TVWCB10L_ver.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