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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세척이 필요한 경우, Sunbrella 직물이 
차양 프레임에 있는 그대로 세척하거나 크기가 
허용한다면 프레임에서 분리하여 잘 안 지워지는 
얼룩을 세척하거나 전문 세척 회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척 또는 경 세척
차양 프레임에 있는 Sunbrella 직물을  
그대로 세척하려면:

•	 솔로 먼지를 털어 내십시오. 
•	 물을 뿌려 닦아 내립니다. 
•	 물과 Woolite(울라이트)나 Dawn(던) 설거지용 

세제와 같은 연성 세제를 섞어 세척용액을 
만드십시오. 

•	 연한 털로 된 솔을 사용하여 세척하십시오. 
•	 세척 용액이 직물을 흠뻑 적시도록 기다리십시오. 
•	 세제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헹구십시오. 
•	 자연 건조시킵니다. 
•	 직물의 노화 정도에 따라 재손질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곰팡이 부분 세척을 
위해 희석한 염소 표백제/세제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물 흐른 자국 또는 유사한 얼룩의 
경우,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추천사항은 얼룩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www.sunbrella.com/stainchart

중 세척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및 곰팡이의 경우
Sunbrella 직물은 곰팡이 성장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팡이는 직물에서 제거되지  
않은 먼지와 기타 이물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지우려면:

•	 깨끗한 물 1갤런(3.78l) 당 1컵의 표백제와  
1/4컵의 연성 세제를 섞은 용액을 준비합니다. 

•	 최대 15분 동안 혼합물이 직물로 스며 들도록 
기다리십시오. 

•	 연한 털로 된 솔을 사용하여 세척하십시오.  
(주의: Sunbrella Plus, Supreme 또는 Clarity의 
코팅된 면(뒷면)을 세척할 때는 이 단계를 피해야 
합니다.)

•	 세제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헹구십시오. 

•	 자연 건조시킵니다. 
•	 필요 시 반복하십시오. 
•	 물 및 얼룩 내성을 위해 표백제 용액을 사용하고 

난 뒤, 직물을 재손질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추천 표백제 용액을 이용하여 Sunbrella Plus, 
Supreme 또는 Clarity의 코팅된 면(밑면)을 세척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해당 직물의 코팅된 면의 
경우 오직 추천 표백제 용액을 뿌리는 것으로만 
세척해야 하며, 철저하게 헹궈야 합니다. 

표백제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Sunbrella 주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Sunbrella가 
아닌 카펫이나 기타 직물들은 표백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Sunbrella 직물 재손질
Sunbrella 직물은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물과 얼룩의 침투를 방지하는 당사 고유의 
독특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세척 
후에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len raven®은  
미국 국내에서는 303® Fabric Guard™를, 
국제적으로는 Tex’aktiv로 유통되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재손질 방법:

•	 세척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Sunbrella 직물을 
세척하십시오. 

•	 Sunbrella가 완전하게 자연 건조되도록 
기다리십시오. 

•	 용기에 나와 있는 안내문을 따라, 통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재손질 처리하십시오. 

전문가에 의한 차양 세척
전문 차양 세척 회사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회사의 서비스를 평가할 때, 회사가 Sunbrella 
직물을 세척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세척 및 재손질 
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팁

표백제 용액을 사용할 때 Sunbrella 
직물 주위를 보호하십시오. 표백제가 
Sunbrella가 아닌 직물을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철저하게 Sunbrella를 
헹구어 표백제를 완전하게 제거하십시오. 

표백제를 이용하여 세척할 때는 환경을 
생각하십시오. 표백제가 주위의 자연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수역이 있거나 기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표백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Sunbrella는 반드시 자연 건조시켜야 
합니다. 

표백제를 사용한 경우 및/또는 직물 
처리를 한지 오래되면 재봉실과 기타 
Sunbrella가 아닌 구성요소들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36.221.22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차양 관리 및 세척
Sunbrella® 직물을 보기 좋게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 중의 하나는 매달 깨끗한 물을 뿌려 세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가 직물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이 예방되고 자주 힘들게 세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심층 세척은 2~3년 마다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