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칸타라 관리방법 안내
ALCANTARAⓇ은 ALCANTARA S.p.A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혁신적인 원단의 등록 상표입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풍부한 색상을 갖춘 ALCANTARAⓇ는 오염에 강한 성격으로 관리가 수월합니다.

1. 일반 관리법
ALCANTARAⓇ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소재 관리 시에 강한 강도로 문지르거나 스팀 청소기 사용은
피해주세요.
주 기

내 용

비 고

일상적 관리

부드러운 솔, 마른 헝겊 혹은 진공 청소기 등으로
먼지를 털어내세요.

주 단위 관리

앉은 먼지를 털어낸 후, 약간의 물기가 있는 하얀

염색된 헝겊은 소재에 이염 가능성

면 헝겊으로 소재를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 있으니 사용을 피해주세요.

2. 일반적 오염 대응법
ALCANTARA S.p.A 社에서 추천하는 세제는 Fenice, James, Perrone 입니다. 세제를 직접 소재에 분사하
는 일은 삼가해주세요. 해당 세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얼룩을 제거하세요.
(* 세제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 대응은 찌든 때로 인한 변색 또는 오염을 제거하더라도 잔여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찌든 때나 잔여 얼룩 제거를 위해 주기적으로 세제를 이용한 관리나 세탁을 권합니다.)

- 얼룩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30분 이내) 제거해주세요.
- 오염이 번지거나 소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해당 물질을 먼저 제거해주세요.
- 얼룩을 닦을 때마다 페이퍼 타월이나 하얀 헝겊, 스폰지 등을 맑은 물로 헹군 후 잘 짜서 닦아주세요.
구 분

오염 물질 종류
과일주스, 잼, 젤리, 시럽, 케첩

세척 방법
미지근한 물로 살짝 문지르면서 닦아내세요
차가운 물로 살짝 문지르면서 닦아내세요.

피, 달걀, 대변, 소변

수용성 얼룩

양주, 알코올 음료, 포도주, 맥주,
콜라, 차

따뜻한 물은 이 얼룩들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세요.
만약 얼룩 색이 계속 남는 경우, 레몬 즙을
사용해 닦으신 후 따뜻한 물로 세척해주세요.

잘 지워지지 않는 연필, 코코아,
초콜렛, 크림 또는 초콜렛이 든

미지근한 물로 살짝 문지르면서 닦아내세요.

페스트리, 아이스크림, 머스타드 소스

비수용성 얼룩

식초, 토마토 소스, 설탕이 들어간
커피, 헤어 젤

레몬 즙으로 닦은 후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세요.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

에틸 알코올로 살짝 비벼서 닦으신 후 깨끗한

쉐도우, 향수, 구두약, 기름, 윤활유,

물로 세척하세요. 특히 밝은 색 원단에 묻은

잔디 얼룩, 사인펜 자국

사인펜 자국 및 잔디 얼룩은 얼룩이 너무 마르지
않게 빨리 닦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닐 백에 얼음을 넣은 후 원단에 묻은 껌이나

껌, 왁스

왁스에 댄 후 딱딱하게 만들어 떼어내세요. 그
다음으로 에틸 알코올을 사용해 닦아 내세요.

3. 일반 세탁 방법
ALCANTARAⓇ 겉감이 가구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세탁 하시길 바랍니다.

약 섭씨 30° 정도의 물과 중성 세제를 사용해 세탁기에서 세탁 가능합니다. 다만, 탈수 기능의 사용은 피해
주세요. 겉감 한쪽이 벨크로(찍찍이)로 처리된 경우, 세탁 전 반드시 벨크로(찍찍이)를 덮어서 세탁 중 원단
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탁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시고, 완전히 건조 후 부드러운 솔로 솔질을 해주세요.
ALCANTARAⓇ는 염소에 의해 표백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ALCANTARAⓇ를 다릴 수 있는데 항상 다리미와 ALCANTARAⓇ 사이에 하얀 천을 대고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리미의 온도가 섭씨 110°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실 경우,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을 사용하시면 안되며 스팀 기계의 접촉을
피해야합니다. 스프레이 추출 기계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