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일: 4/2016 

슈퍼클린 (Super Clean) 
다목적 세척 및 그리스 제거제 

제품번호 및  

용기크기 

21220 Qt/21120 Gal 

21320 5g pail 

 

 

유한책임: 제조사 책임은 명시적이던 암시적이던 정확하게 칠을 하였지만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의 교환에만 해당되며 어떠한 경우이던 인건
비와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과 안전성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제한된 품질보
증은 AFM사의 대리인, 유통사, 딜러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장될 수 없습니다. 전체면적에 칠하기 전에 은폐국부장소에 사전테스트를 하도록 
강력 권장합니다. 

American Formulating and Manufacturing, 3251 Third Avenue, San Diego, CA 92103, USA.   Tel: 619-239-0321 

 세이프코트 코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답내1길 11  Tel: 1522-3062 

 

제품설명

 

:  “세이프초이스 슈퍼 클린”은 고농축, 다목적 세

척제 / 디그리서 입니다. 유해하지 않으며, 무취(무냄새)이며, 

염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분해성 입니다. 인산염, 알칼

리성, 산성, 암모니아, 부틸 에테르, 염소표백제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강한 물질에서 나오는 냄새를 중화시키

기 위하여 어떠한 화학적 향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

약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지도 않

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업용 강력 세척작업을 할 만큼 강력합

니다. 

세척면: “세이프초이스 슈퍼 클린”은 다음의 모든 세척면에

추천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버글래스, 도자기, 세라

믹타일, 크롬, 페인트면, 벽지, 목재, 비닐, 철강, 그라우트, 

콘크리트, 직물, 플라스틱, 기타 강질 무기공 표면. 알루미늄

에는 추천하지 않음 

희석 가이드

 

:   

일상적인 가정 및 사무실  가벼운 세척

 

: 

20:1로 희석, 스프레이하고, 필요하면 문지르고, 닦아 

냄 

부엌:  카운터, 싱크, 냉장고, 난로, 전기제품, 스테

인리스 스틸, 문틀, 크롬 

화장실: 샤워, 욕조, 싱크, 카운터, 타일 

실내: 벽지벽, 페인트벽, 목공예, 문짝, 자기, 비닐, 

공구, 비누 

카펫과 소파: 소량을 스프레이 한 후에 침투하여 섞

어지도록 시간을 준 후에 깨끗한 물스폰지로 닦아 

낸 후, 깨끗한 천으로 닦아 냄. 사용하기 전에 구석

진 부분에서 사전테스트를 함.  

 

실내/실외의 본격적인 세척

 

: 

7:1로 희석, 표면에 직접 스프레이, 스펀지, 걸레질. 필

요하면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씻음 

세척장소:  왁스바닥(뜨거운 물 사용), 심한 음식 혹

은 담배 얼룩, 실외, 일반적인 오일, 그리스, 환기구 

 

강력 세척작업

 

:  

1:1로 희석: 표면에 직접 스프레이, 스펀지, 걸레질. 침

투하도록 시간을 주고 필요하면 문지름. 깨끗한 물로 

세척. 

세척장소: 심하게 흙이 묻은 바닥, 오븐, 석회침전, 

비누물때, 곰팡이얼룩, 그릴, 엔진, 회반죽, 콘크리트, 

세탁물(사전에 탈색시험 할 것), 데크, 연기얼룩, 애

완동물 냄새. 

- 무취(냄새없음)하며, 사용자와 거주자에 친화적이어

서, 특히 청소업체와 폐쇄빌딩의 중앙집중공조 빌

딩내부와 메인티낸스 제품의 각종 유해물질 방출에 

영향을 받는 거주자에게 환영을 받음.  

이점과 특장점 

- 부틸 에테르, 염소, 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염료가 들어있지 않으며 불필요한 첨가제는 절대 

들어있지 않음. 

-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줌. 담배, 애완동물, 연

기, 그을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줌. 

 

제한사항

 

:  “세이프초이스 슈퍼 클린”은 희석하여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저비율로 희석하거나 금속에 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알루미늄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

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인체유해주의

 

: 다른 모든 세척제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완전

히 닫은 상태로 보관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마셨다면 두(2)잔의 물을 마셔

서 희석을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서 

15분간 세척합니다.  만일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이면, 사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지 테스트를 합니다. 

물질데이터

물리적 기술     투명하며 무취의 액체 

  

pH              8.7 

부피%휘발성   90% 

수용성     완료되어 있음 

VOC 물질   없음 (zero) 

유해공기오염원* 없음(Zero)   

(*)HAP:  Hazardous Air Pollutant  
 

 

 

만일 귀하가 화학물질과민증이시

면 개인적 감내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