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Sunbrella 직물에 얼룩이 생기거나 액체를 엎지른 경우. 

•	 깨끗한 마른 헝겊으로 엎지른 액체를 빨아 들입니다(문지르지 마십시오). 유성 물질을 엎지른 경우, 옥수수녹말 
같은 흡착제를 뿌린 다음 직선자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	 Woolite(울라이트)나 Dawn(던) 같은 연성 세제를 물과 섞어 분무합니다. 
•	 직물에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헹굽니다. 
•	 자연 건조시킵니다. 

가구용 직물 관리 및 세척
Sunbrella® 직물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직물 속에 먼지가 끼기 전에 솔로 털어 내고 액체를  
엎지른 경우에는즉시 닦아내며 얼룩이 생기는 경우에는 곧바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엎지른 내용물과 얼룩을 더 빨리 세척할수록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외 직물
착탈식 직물의 세척
손 세척
미지근한 물 1갤런(3.78L) 당 1/4컵의 연성 세제를 
섞은 용액에 직물을 담가 놓습니다. 스폰지 또는 매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얼룩 부분을 휘젓습니다. 
직물에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헹구고 
자연 건조시킵니다. 

기계 세탁
일부 착탈식 덮개는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할 수 
있지만, 쿠션 제작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덮개를 
벗기기 전에 가구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척하려면 먼저 모든 지퍼를 채웁니다. 보통량의 연성 
세제를 이용하여 약한 섬유를 위한 단시간 사이클에서 
찬물로 기계 세탁합니다. 심한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표백제 1컵을 추가하십시오. 직물이 자연 건조되도록 
합니다. 

착탈 불가 직물의 세척
미지근한 물 1갤런(3.78L) 당 1/4컵의 연성 세제를 
섞은 용액을 준비합니다. 부드럽고 짧은 솔을 이용하여 
세제가 직물에 완전히 흡수되게 하여 세척합니다. 
직물에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헹구고 
자연 건조되도록 둡니다. 

곰팡이 얼룩
Sunbrella 직물은 곰팡이 성장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물에 제거되지 않은 먼지와 기타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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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부분에 스프레이하고 15분 동안 직물에 스며 
들도록 기다립니다. 

•	 스폰지나 깨끗한 타월 또는 매우 부드러운 짧은 솔로 
전체 표면을 세척합니다. 

•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헹굽니다. 
•	 자연 건조시킵니다. 

곰팡이 성장이 심한 경우, 표백제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얼룩과 물 자국이 남지 않도록 전체 표면을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흔한 얼룩의 세척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얼룩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www.sunbrella.com/stainchart

실내 직물
•	 스프레이 병을 이용하여, 연성 세제와 물로 된 용액을 
약하게 분무합니다. 

•	 스폰지 또는 매우 부드러운 짧은 솔을 이용하여, 솔기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직물의 전체 표면을 가볍게 
휘저어 얼룩에 세제가 작용하게 합니다. 문질러 닦지 
말고, 직물을 마모시킬 수 있는 단단하고 거친 솔이나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전체 직물을 철저하게 
헹굽니다. 

•	 깨끗하고 부드러운 타월이나 스폰지로 잉여 수분을 
닦아 냅니다. 

•	 솔기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직물 전체 표면의 
잉여 수분을 흡수하거나 습식 진공청소기로 빨아 
들입니다. 

•	 자연 건조시킵니다. 모든 세제 잔여분이 없어질 
때까지 헹굼과 수분 제거 작업을 반복하십시오. 

얼룩이 심한 경우, 특정 얼룩 제거 지침을 보려면 ‘얼룩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www.sunbrella.com/stainchart

전문가에 의한 세척
Sunbrella 직물을 세척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세척 
및 재손질 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기계 세탁
일부 착탈식 덮개는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할 수 
있지만, 쿠션 제작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덮개를 
벗기기 전에 가구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척하려면 먼저 모든 지퍼를 채웁니다. 보통량의 연성 
세제를 이용하여 약한 섬유를 위한 단시간 사이클에서 
찬물로 기계 세탁합니다. 직물이 자연 건조되도록 
합니다. 

유성 얼룩
즉시, 옥수수녹말 같은 흡착제를 유성 얼룩에 직접 
적용합니다. 1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직선자 또는 
자를 이용하여 남을 것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룩 
제거뿐 아니라 얼룩이 직물에 압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 과정을 진행합니다. 

솔기 끝에서 끝까지 세척
가구용 직물을 세척할 때, 얼룩 위를 동그랗게 문지르지 
말고, 이쪽 솔기에서 저쪽 솔기까지 직물의 전체 표면을 
세척하십시오. 얼룩을 축출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룩과 물자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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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팁
문질러 닦거나 거칠고 짧은 솔 또는 기타 
연마를 통한 세척 방법은 피하십시오. 

Sunbrella는 반드시 자연 건조시켜야 
합니다. 

Sunbrella가 아닌 직물을 변색시킬 수 
있는 표백제 또는 기타 화학 용제를 
사용할 경우, Sunbrella 직물 주위를 
보호하십시오. 항상 Sunbrella를 
철저하게 헹구십시오. 

표백제가 주위의 자연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백제 라벨에 
있는 대로 모든 안전 및 환경 예방조치를 
따르십시오. 

직물이 구겨져 있는 경우, 다리미를 
합성섬유 온도에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다리미 온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를 다림질하기 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분에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스티머를 사용하거나 다리미를 스팀 
설정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SunbReLLa®는 GLen Raven,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개정본 2016년 8월 WWW.SUNBRELLA.COM

다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시도로 얼룩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Sunbrella 직물은 실외 및 실내 둘 다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세척 방법은 실내와 실외가 약간 다른데, 그 이유는 
가구의 구성과 제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맞는 적절한 세척 지침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