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 관리 가이드



업홀스터러리



업홀스터리 텍스타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기적인 
클리닝이 중요합니다. 먼지는 텍스타일을 마모시키고 
난연성을 감소시킵니다.

일반적인 클리닝

1.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하세요. 매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벨루어/셔닐 
직물은 기모(nap) 방향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업홀스터리 
패브릭에 적합한 진공청소기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얼룩이 생긴 즉시 제거하세요.
3. 필요 시 익스트랙션 청소(분무 및 흡입) 방법을 사용하세요

얼룩 제거

재빠르게 대응하세요
흡수성이 좋은 냅킨이나 천으로 액체를 빨아들이세요. 숟가락이나 무딘 칼로 
굳은 얼룩을 긁어내세요. 긁어낸 입자는 반드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합니다.

깨끗한 미온수로 적신 후 물기를 짠 스펀지 또는 흰색 천을 사용해 남아 있는 
얼룩을 제거하세요. 탄산이 먼지를 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탄산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병을 흔들어 주세요. 

텍스타일을 과도하게 적시지 마세요. 얼룩의 중심을 향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두드리고/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낮은 속도로 조심스럽게 건조시키면 
가장자리에 자국이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얼룩 제거제 또는 백유(화이트 스피릿)/테레빈유 또는 벤진 등의 용제를 
사용해 기름때를 제거하세요. 항상 제조사가 권장하는 용량을 따르세요. 

모든 경우에 먼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얼룩 제거제를 테스트해 얼룩 
제거제가 닿는 곳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패브릭을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위 가이드는 전적으로 권장사항이며 완벽한 얼룩 제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드라이 클리닝 전문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얼룩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루어/셔닐 패브릭

얼룩 제거 과정에서 더 진한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에 눌린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솔로 텍스타일을 빗어주면 얼룩과 눌린 자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젖은 천을 패브릭 표면 전체에 대거나 증류수를 분사해 
텍스타일을 적셔 주세요. 그런 다음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파일 방향으로 
빗어주세요. 스팀 다리미로 파일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와 
텍스타일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용하기 전에 텍스타일을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벨루어 텍스타일의 특성

면 벨루어는 울이나 모헤어 벨루어보다 민감하며 당사의 권장 사항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면 벨루어 텍스타일은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텍스타일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더라도 눌린 자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벨루어의 일반적인 특성이며 불량이나 낮은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벨루어 텍스타일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넣지 않고 짠 직물보다 잘못된 취급 
방법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위 권장 사항(젖은 천 또는 물/스팀 분사)을 
따르면 대부분의 구김과 눌린 자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Kvadrat의 모든 벨루어 텍스타일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되며, 구김과 
눌린 자국을 피하기 위해 상자에 넣어 운송됩니다. 

Divina 라인

Divina 라인의 텍스타일에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펠트와 같은 표면을 얻기 위해 밀링 가공(milling) 후 직물을 압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모직 커버의 경우 패브릭이 젖으면 섬유가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젖은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어두워진 부분은 텍스타일을 눌러 제거할 
수 없지만 가구 전체에 물을 뿌려 줄일 수 있고, 사용하면서 색상이 균일해질 
것입니다. 

Waterborn

얼룩 제거 후 가장자리에 자국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룩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향해 드라이어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익스트랙션 클리닝/탄산 클리닝

익스트랙션 클리닝/탄산 클리닝은 필요한 경우에만 중요한 심층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비누를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pH 중성 탄산 가스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스트랙션 클리닝은 업홀스터리와 카펫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업홀스터리 패브릭에 적합한 청소기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패브릭을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섬유에 접착제가 사용된 경우 세제의 온도에 주의해야 하며, 최대 55-60°C
가 권장됩니다. 세척액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텍스타일을 흠뻑 
적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패브릭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 반복 세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팀 청소기는 먼지가 텍스타일 깊숙이 들어가 나중에 표면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스팀 청소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염료가 사용된 어두운 청바지는 텍스타일에 얼룩을 남길 수 있으며, 
세척을 통해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외용 패브릭

합성 섬유에는 흰곰팡이가 피지 않지만 먼지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흰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용 패브릭도 실내용 업홀스터리 
패브릭에 대한 위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분리형 커버

Trevira CS 또는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 섬유로 만드는 분리형 커버는 
일반적으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니트 및 극세사 업홀스터리도 
세탁기를 사용해 세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퍼가 달린 모든 커버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형 커버는 뒤집어서 세탁하세요. 색깔이 있는 텍스타일에 적합한 세제 또는 
커버 소재에 맞는 세제를 사용하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세제의 양을 따르세요. 
세탁기에 세탁물은 반만 넣고, 최저 속도로 탈수하세요.

커버의 모양을 유지하려면 잘 펴서 말려야 합니다. 커버가 약간 젖어 있을 때 
가구에 커버를 씌우면 쉽게 씌울 수 있습니다. 가구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커버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모직 텍스타일로 만든 분리형 커버는 물세탁할 수 없고 드라이클리닝해야 
합니다. 모든 소재의 대형 커버를 세탁할 때에는 항상 세탁 전문업체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샘플 소재와 kvadrat.dk에서 온도 및 수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업홀스터리 패브릭 유지 관리



살균 소독

텍스타일을 살균 소독하기 전에 위 권장사항에 따라 철저하게 청소 및 세탁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Kvadrat 텍스타일을 살균 소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울/천연 섬유/혼방 

텍스타일 손상이나 변색 없이 알코올 소독제/외과용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도는 70-85%여야 합니다.

살균 소독을 위해 증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2분 이상 텍스타일을 증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수성 접착제가 용해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표백제 및 염소계 세제 사용을 피하세요

폴리에스터 및 Trevira CS

텍스타일 손상이나 변색 없이 알코올 소독제/외과용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도는 70-85%여야 합니다.

텍스타일 손상 없이 가정용 표백제와 염소계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도는 1000 – 1200 ppm이어야 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스프레이, 물티슈도 사용 가능합니다. 살균 소독 후 깨끗한 물로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타일 손상 없이 표백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농도의 표백제를 
사용하고, 표백제와 물을 1:10의 비율로 섞어주세요. 살균 소독 후 깨끗한 물로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살균 소독을 위해 증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2분 이상 텍스타일을 증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수성 접착제가 용해될 수 있습니다.

Trevira CS를 포함한 폴리에스터 소재의 업홀스터리 텍스타일은 섭씨 최대 
80도에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수축에 주의하세요.

주의 – 소재를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색이 빠지거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용제 사용 시 주의하세요. 용제가 충전재를 녹일 수 있습니다. 농축 세제나 
표백제, 암모니아 또는 단단한 표면에 사용해야 하는 비누를 사용하지 마세요.



커튼



Trevira CS 및 폴리에스터 FR 커튼의 유지 관리

1년에 한 번 커튼을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청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Kvadrat의 모든 커튼 패브릭은 유지 보수 
라벨이 부착되어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 개인 인테리어, 호텔, 기관

최대 40ºC, 약하게, 세탁물은 최대한 적게, 가장 약하게 탈수.

널어서 건조.

중간 온도의 다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샘플 소재 또는 kvadrat.dk에 
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길이의 약 1% 정도가 수축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텍스타일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용량 – 의료 부문

최대 60ºC, 약하게, 세탁물은 최대한 적게, 가장 약하게 탈수.

널어서 건조.

60ºC 온도로 세탁한 패브릭에는 일반적으로 중간 온도의 다림질이 
필요합니다. 샘플 소재 또는 kvadrat.dk에 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길이의 약 1% 정도가 수축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60ºC
에서 패브릭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많은 사용 – 의료 부문, 병원

텍스타일의 살균 소독을 위해 60ºC 이상의 온도로 커튼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혈청연구소(National Serum Institute )의 권장 세탁 방법:

80ºC에서 10분
85ºC에서 3분
90ºC에서 1분

세탁, 건조, 다림질 과정은 세탁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탁실에서 커튼을 
시험 세탁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디자인은 30ºC 온도에서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탁 후 텍스타일의 외관은 세탁 방법, 온도, 텍스타일의 중량 대비 사용된 물의 
양, 탈수 및 건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문제를 줄이려면 광학 표백제, 향료, 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의 조언은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드라이 클리닝/세탁 
전문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전문업체는 패브릭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하여 좋은 실내 환경과 커튼의 최대 수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 관리 일정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louds



Clouds 유지 관리

Clouds는 방염 폴리에틸렌 폼을 압축해 선택된 업홀스터리 패브릭 형태로 만
듭니다.  

정기적인 청소는 외관을 유지하고 소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먼지
는 소재를 마모시키고 난연성을 저하시킵니다. 

일반적인 클리닝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자주 청소하세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먼지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얼룩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얼룩은 미온수에 적신 후 물기를 짠 보
푸라기가 없는 깨끗한 천 또는 스펀지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제거할 수 있습니
다. 

적절한 세제 또는 용제를 사용해 기름때를 제거하세요. 모든 경우에 먼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얼룩 제거제를 테스트해 얼룩 제거제가 닿는 곳에 어떤 영
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 소재를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기모가 있는 경우 기모를 손상시킬 수 있
습니다. 

얼룩이 큰 경우 세탁 전문업체에 개별 Clouds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 한 개 이상의 Clouds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 용제 사용 시 주의하세요. 용제가 폼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청소 및 세탁 지침은 서비스로만 제공되며 보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