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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표면을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 하는 이유

• *COVID-19 바이러스1,2 1분 만에 제거

• 식품 접촉 표면에서도 헹굼이 필요하지 않음

• *H1N1 Influenza A 바이러스 및 *Human Norovirus 를 환경 표면에서 제거

• 99.9% 의 박테리아를 제거하며 표면1  깨끗이 청소및 소독 합니다

• 스크럽력을 위한 천과 같은 질감

• 욕실, 주방, 놀이방 및 학교에서 사용

1 단단하고 다공성이 없는 표면  

 2 SARS-CoV-2

*SARS -관련된 Coronavirus 2 (SARS-CoV-2) COVID-19 원인 포함, Human Norovirus, Influenza A Virus H1N1

집안의 모든 
방을 소독  
하십시오 
Get Clean® GERM OFF+ WIPES (세균 제거 + 물티슈)

단 5분 만에 가정용 표면을1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Get Clean® Germ Off+ Wipes는 단단하고 다공성이 

아닌 표면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이 물티슈는 주방 및 식품 접촉 표면에서 헹구지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323 | 80 WIPES
소매 가격: $13.05| 회원 가격: $11.05 | PV: 5.15

3개 사면 1개 무료 
#89585 | 4 PACKS/320 WIPES
소매 가격: $39.16 | 회원 가격: $33.12| PV: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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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단하고 다공성이 아닌 표면 
2SARS-CoV-2

Get Clean® Germ Off+ Wipes FAQ
Germ Off+ Wipes(세균 제거+물티슈)는 무엇입니까?  
Get Clean® Germ Off+ Wipes는 단단하고 다공성이 없는 표면의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용 물티슈입니다.  세군 제거+물티슈로 소독한 후에는 식품 접촉면에서도 헹구거나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참고: “Visibly wet(눈에 띄게 젖은)” 접촉 시간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청소 및 탈취: 표면을1  물티슈로 닦습니다. 공기로 말리십시오. 사용한 물티슈는 휴지통에 버리시고

화장실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 청소 및 소독/바이러스 살균 지침:  표면이1 눈에 띄게 젖을 때까지 닦습니다.  표면을 5분 동안
젖은 상태로 두십시오.  행구거나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 접촉 표면에서도).  표면이 눈에 띄게
더러워진 경우 소독하기전에 다른 천으로 먼저 닦으십시오. 사용한 물티슈는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화장실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 SARS-CoV-2의 세척 및 소독에 필요한 접촉 시간은 짧습니다.  홍역 바아러스 및/또는
SARS-CoV-2의 경우, 처리된 표면이 1분 동안 눈에 띄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표면이 "visibly wet(눈에 띄게 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은 표면은 소독제와 박테리아 및/또는 바이러스 간의 접촉을 보장합니다.  

세균 제거+물티슈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효과적입니까?  
세균 제거+물티슈의 소독제는 COVID-19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소독을 위한 지침을 사용하십시오.1,2  눈에 띄게 젖은 COVID-19 바이러스의 접촉 기간은 1분입니다.  

세균 제거+물티슈 사용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세균 제거+물티슈는 집안 어느 곳에서나 안전한가요? 음식 표면에요?  
네.  세균 제거+물티슈는 주방이나 식품 표면에서 행구지 않고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장남감, 자동차 
시트 및 기타 단단하고 다공성이 아닌 표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물티슈는 휴지통에 버리    
십시오. 화장실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세균 제거+물티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품의 유통가한은 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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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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