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ANER & REMOVER

EXTERIOR  외부 목재 스테인 및 피니쉬 제거제 EXTERIOR  외부 곰팡이, 진흙, 얼룩 제거제

EXTERIOR  지붕 전용, 곰팡이 및 얼룩 제거제 INTERIOR  바이러스 제거, 항균 및 곰팡이 제거제

스테인 & 피니쉬 데크 스트리퍼 하우스 클리너 & 밀듀 킬러
바닥용 테크 표면 등에 오래된 스테인 및 피니쉬를

쉽고 간단하게 제거합니다.
원액 사용 권장 / 희석시 원액 1 : 물 0.3 이하의 비율로 혼합

건물 외부의 사이딩, 목재 사이딩, 데크, 펜스 등에 있는
곰팡이와 진흙, 각종 오염을 자재 표면의 손상 없이 제거합니다.

원액 1 : 물 16 : 락스 3의 비율로 혼합 사용 권장

루프 클리너 & 밀듀 스테인 리무버
기와, 슬레이트, 금속, 비 다공성 지붕 등에 사용하여

간단하게 오염을 제거합니다.
원액 1 : 물 16 : 락스 3의 비율로 혼합 사용 권장

바이러스 & 몰드 킬러 [전문가용]
병원 및 산업 시설, 욕실 바닥, 싱크대 등에 사용하여
표면의 각종 바이러스, 균과 곰팡이를 제거 합니다.

원액 1 : 물 3의 비율로 혼합 사용 권장



스테인 & 피니쉬 데크 스트리퍼 : 외부 목재 스테인 및 피니쉬 제거제

하우스 클리어 & 밀듀 킬러 : 외부 곰팡이, 진흙, 얼룩 제거제

루프 클리너 & 밀듀 스테인 리무버 : 지붕 전용, 곰팡이 및 얼룩 제거제

바이러스 & 몰드 킬러 [전문가용] : 바이러스 제거, 항균 및 곰팡이 제거제

1. 각종 스테인, 색이 들어간 방수제나 투명 피니쉬 등에 깊숙히 침투해 오래되고 풍화된 코팅들을 제거합니다.

2. 오일 베이스, 수성/라텍스 베이스, 그리고 제거하기 힘든 100% 아크릴 스테인도 쉽게 제거됩니다.

3. 도구로 벗겨내거나 샌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접착성과 투과성이 높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제품 사용 24시간 이후에 완전 건조 후 새로운 유/수성 스테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1. 곰팡이, 진흙, 각종 얼룩을 빠르고 쉽게 제거합니다.

2. 친환경 소재로 식물 및 나무 주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정원 스프레이로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1. 곰팡이, 진흙, 각종 얼룩을 빠르고 쉽게 제거합니다.

2. 친환경 소재로 식물 및 나무 주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정원 스프레이로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1. 전문가용 살균, 곰팡이 방지, 바이러스 박멸기능의 항균성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2. 탁월한 세척 및 탈취 성능을 제공합니다.

3.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비 다공성 표면에 적합합니다.

준비사항 : 외부 온도가 10°C 이상, 작업 표면 온도가 40°C 이하 일때 작업 가능. (표면이 손으로 만지기에 뜨겁다면 물로 적셔서 식혀줍니다.)

24시간동안 강수가 없을 때 표면의 먼지, 이물질, 이끼와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용방법 : 작업면에 원액을 걸레나 붓 등으로 바른 뒤 15~30분 동안 젖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중간에 청소용 솔질을 하면 더욱 쉽게 스테인이 제

거됩니다. 이후 가정용 고압세척기(하드우드의 경우)나 고압의 호스로 도장 표면을 쓸듯이 나무 결의 방향대로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 사용 전후 주변 식물과 나무에 물을 뿌려줍니다. 섬세한 식물은 만약을 위해 비닐로 가려줍니다.

옷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탈색될수 있습니다. 작업복, 고무 장갑, 고무 장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사용방법 :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필요한 양을 제조한 뒤 바로 사용합니다. (최대 3시간이내 사용가능) 전체적으로 오염된 표면을 정원용 스프레이로 뿌

려주신 뒤 5분 후 부터 고압의 물로 헹궈줍니다. 거친 표면일 경우 플라스틱 브러쉬로 청소해줍니다. 얼룩이 심할 경우 2-3 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 사용 전후 주변 식물과 나무에 물을 뿌려줍니다. 섬세한 식물은 만약을 위해 비닐로 가려줍니다.

옷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탈색될수 있습니다. 작업복, 고무 장갑, 고무 장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사용방법 :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필요한 양을 제조한 뒤 바로 사용합니다. (최대 3시간이내 사용가능) 전체적으로 오염된 표면을 정원용 스프레이로 뿌

려주신 뒤 5분 후 부터 고압의 물로 행궈줍니다. 거친 표면일 경우 프라스틱 브러쉬로 청소해줍니다. 얼룩이 심할 경우 2-3 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처리 된 표면이 미끄러워집니다. 지붕 위를 걷지 마시고, 사다리에서 작업하세요.

준비사항 : 보호 안경, 안면 마스크, 긴팔 셔츠, 긴 바지, 고무 장화, 고무 장갑을 착용하세요. 

사용방법 :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필요한 양을 제조한 뒤 바로 사용합니다. (최대 3시간이내 사용가능) 제품을 적신 스펀지, 청소용 걸레로 오염된 표면을 

10분 이상 완전히 적신 후 말려줍니다. 다시 오염이 발생하면 7일마다 재작업하세요. 

주의사항 : 작업 중 반드시 환기를 하세요. 작업표면에서 최소한 30cm 떨어져서 눈, 피부, 의복에 직접 노출되지않게 하세요.
취급 후 노출된 피부와 손을 물과 비누로 철저히 씻으세요. 절대로 다른 청소 제품과 혼합하지 마세요.

 ※ 사용 전 반드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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